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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한국영어교육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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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우리 학회가 2015년에 학회 창립 50주년 이후 또 다른 50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2016년 SIG 학술대회에서는 “Action Research: 
Concepts, Methods, and Skills”라는 주제로 영어교육 현장 연구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연구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조 강연과 분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영어교육 이론을 
고찰하고 영어교육 이론의 영어 지도나 연구에의 적용과 영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의미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2016년 SIG 학술대회에는 10개의 분과가 참여하여 분과별 주제에 따른 다양한 공부와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정 저서나 최근 학술지 논문을 함께 읽으면서 영어교육 분야 
기존 이론이나 최근 동향을 고찰하고 이의 한국 영어교육 교육 현장이나 연구에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릴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상황에의 적용 방안 탐구나 연구 발표들을 
통해 현행 영어교육의 정책적 이슈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도 될 것입니다.  

오늘 SIG 학술대회가 준비되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기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회의 영어교육 분야에서의 위상과 공익성을 인정해주시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국제교류진흥회, 청담러닝, English 무무, 이퍼블릭 코리아, 케임브리지 대표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주신 한남대학교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2016년 SIG 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진주교육대학교 강후동 교수님, 
준비위원장으로 후원 업체 섭외 업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준비부터 모든 업무를 
솔선수범하여 진행해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동호 교수님, 학술대회 장소 및 다과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해주신 한남대학교 허근 교수님, 프로그램 구성 업무를 담당해주신 
전주대학교 최선희 이사님, 프로시딩 편집 업무를 담당해주신 전은실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몇 달 동안 분과 기획과 발표자 섭외 업무를 진행해주신 분과별 
위원장님들과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사장 준비, 접수 및 안내, 
학술대회 진행을 도와주는 한남대학교를 포함한 영어교육 분야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의 새로운 50년 역사를 시작하는 2016년 SIG 학술대회가 학회 모든 
회원님들과 참가자 여러분들의 영어교육 분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증진시키고 한국 
영어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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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한남대학교 총장
                   김형태

존경하는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참된 신앙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저희 
한남대학교에서 한국영어교육학회가 “Action Research: Concepts, Methods, and 
Skills”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영어교육학회는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안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대한민국의 으뜸 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여러 
교수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원생 여러분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남대학교는 1956년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부에서 설립하였으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는 말씀의 정신에 따라 ⌜진리·자유·봉사⌟를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원리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따라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품격 높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이제 중부권 명문사학이라는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global 
standard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대학이 지향하는 global 
standard를 실천하는 데 하나의 씨앗이 되고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처에서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한남대학교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지속적으로 
번영하여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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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등록 및 회원 가입

Room 560705 560706 560707 560710 560711

10:00-12:30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aterials & 

Curriculum 

Development

Critical 

Pedagogy

ELT 

Methodology

Teacher 

Development

좌장: 김영규 
(이화여대)

좌장: 임찬빈 
(평가원)

좌장: 정숙경 
(대전대)

좌장: 임정완  
(대구대)

좌장: 이재근  
(교원대)

12:30-13:30 점심 (Chef 56)

13:30-13:40

56주년 
기념관

(서의필홀)

연구윤리규정 (강동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3:40-13:50 환영사 (최연희, KATE 회장) 

13:50-14:00 축사 (김형태, 한남대학교 총장)

14:00-14:50 Plenary Speech (강후동, 진주교육대학교) 
Ac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in Korea

14:50-15:10 휴식 및 도서 전시

Room 560705 560706 560707 560710 560711

15:10-17:40 Information, 

Communication

& 

Technology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nglish 

Literature & 

Culture 

Education

Teaching 

Young 

Learners

English 

Testing

좌장: 김정렬 
(교원대)

좌장: 이승렬 
(한국항공대)

좌장: 김경한 
(교원대)

좌장: 박선호 
(경인교대)

좌장: 이용원 
(서울대)

[전체 프로그램]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2015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

10:00-10:3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영어과 핵심역량 적용 방안 - 이영아(청주교대) 

10:35-11:10 초등학교에서 의사소통역량과 공동체 역량의 연계 - 권희주(자운초)  

11:10-11:45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 김성혜(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45-12:30 고등학교 영어 성취기준을 활용한 교수‧학습 및 평가예시 - 맹은경(아주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제2언어 연구에서의 메타분석 - 이론과 실제

10:00-10:30 제2언어 연구에서의 메타분석 개관 - 김영규(이화여대)

10:30-11:30 Lee, J., Jang, J., & Plonsky, L. (2015). The effectiveness of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instruction: A meta-analysis. Applied 
Linguistics, 36(3), 345-366. - 이준규, 장주현(한국외대)

11:30-12:30 Goo, J., Granena, G., Yilmaz, Y., & Novella, M. (2015). Implicit and 
explicit instruction in L2 learning: Norris & Ortega (2000) revisited 
and updated. In P. Rebuschat (Ed.), Implicit and explicit learning of 
languages (pp. 443-482). Amsterdam: John Benjamins.               
- 구재명(광주교대)

[분과별 일정]

1. Second Language Aquisition                               좌장: 김영규(이화여대)

2. Materials & Curriculum Development             좌장: 임찬빈(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Critical pedagogy and language teaching

10:00-10:35 Critical Literacy and English Education: Research Trend and Future 
Directions - 허선민(우송대)

10:35-11:10 Critical Language Awareness (CLA)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 이정아(DGIST) 

11:10-11:45 Fostering Critical Thinking Skills Through College Linguistics 
Courses - 안성호(한양대)

11:45-12:30 Media Literacy as a Third Space: Emancipating and Empowering 
North Korean Refugee Youths in South Korea - 장은영(경희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Is CLT best for English education in Korea?

10:00-10:35 Bax, S. (2003). The end of CLT: A context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ELT Journal 57(3), 278–287. - 임정완(대구대) 

10:35-11:10 Littlewood, W. T. (2012). Communication-oriented language 
teaching: Where are we now? Where do we go from here? 
Language Teaching, 47(3), 349-362. - 김민주(대구대) 

11:10-11:45 Beaumont, M., & Chang, K.-S. (2011). Challenging the traditional/ 
communicative dichotomy. ELT Journal, 65(3), 291–299.             
- 이성원(경상대) 

11:45-12:30 Li, D. (1998). ‘It’s always more difficult than you plan and imagine’: 
Teachers’ perceived difficulties in introducing the communicative 
approach in South Korea. TESOL Quarterly, 32(4), 677–703.        
- 김수연(안양대) 

3. Critical Pedagogy                                            좌장: 정숙경(대전대) 

4. ELT Methodology                                            좌장: 임정완(대구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영어 수업 개선을 위한 변화된 현장 탐색

10:00-10:35 단어 식별 과제와 받아쓰기를 활용한 읽기쓰기 역량 강화 지도: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 장안숙(국원초), 김주원(여흥초), 토론자(쥬디인, 
한국교원대)

10:35-11:10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실태 
조사연구 – 이혜원, 홍선주, 이명진, 최인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자(김진석, 서울교대)

11:10-11:45 상위인지 전략지도가 고등학생의 영어 독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 김일용(인천상정고등학교), 토론자(나경희, 충북대)

11:45-12:30 원어민 교원의 비교과 영어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과 원어민교수의 
인식 고찰 – 하명애(대전대), 토론자(김윤규, 한국교원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영어과 거꾸로 수업의 이론과 실제

15:10-15:45 영어과 거꾸로 학습의 구조성과 비구조성 - 김정렬(한국교원대)

15:45-16:20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교수·학습 모형 - 정명기(송정초)

16:20-16:55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수준별 영어교육 방안 - 도미나(대동초)

16:55-17:40 거꾸로 학습 과정의 보완과 강화: 게임화의 적용 - 원은석(목원대)

5. Teacher Development                                       좌장: 이재근(교원대) 

6. Information, Communication & Technology                   좌장: 김정렬(교원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EFL 언어문화통합교육의 이론과 실제

15:10-15:45 언어문화 통합 교수요목 모형 - 김경한(한국교원대) 

15:45-16:20 교실수업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기반 실러버스 및 과제의 구성            
- 김진석(서울교대) 

16:20-16:55 문화패턴 기반 고등학교 영어 교수학습모형의 효과에 대한 연구           
- 이지은(대전과학고) 

16:55-17:40 스크립트 이론 기반 초등 영어 문화 대화문 개발 및 적용                 
– 김은희(광주운천초)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대학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ES(A)P 사례 및 연구

15:10-15:50 글로벌 시대를 위한 대학 영어교재개발과 수업 사례: MAEP 중심으로      
- 정성희(숭실대) 

15:50-16:30 ESP Cours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an General 
Healthcare English Course Make a Difference? – 심수진(건양대)

16:30-17:10 영어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 연구: 한국과 미국 직장인의 무브비교 - 박상희, 
전지현(이화여대) 

17:10-17:40 대학 영어교육의 전환: 특수목적 영어교육 (토론) - 이승렬(한국항공대), 
안성호(한양대), 전지현(이화여대), 하종범(금오공대) 

7.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좌장: 이승렬(한국항공대)

8. English Literature & Culture Education                      좌장: 김경한(교원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초등 영어 교육과 언어 정보 처리

15:10-15:40 Krashen의 입력가설과 문법 교육: 이해와 오해 - 김기택(경인교대) 

15:40-16:10 문법항목 제시 순서에 대한 초등 영어교과서 분석: 의문문과 부정문을 
중심으로 - 황세희(서울대)

16:10-16:40 내러티브 텍스트의 읽기 이해의 과정 - 김영미(중앙대)

16:40-17:10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MC)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효과 - 황필아(경인교대)

17:10-17:40 초등 영어 교실에서의 출력 전략 - 강정진(경인교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Alderson, J. A., Haapakangas, E.-L., Huhta, A., Nieminen, L., 
& Ullakonoja, R. (2015). The diagnosis of reading in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New York: Routledge.

15:10-15:40 Diagnosing Reading in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Overview    
- 이용원(서울대) 

15:40-16:10 Understanding Diagnosis - 정희정(한양대)   

16:10-16:40 Research into the Diagnosis of Second and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 이연숙(상명대)

16:40-17:10 Feedback from Tests and Assessments - 김영미(경희대)

17:10-17:40 Diagnosi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Language Classroom        
- 이영주(한밭대) 

9. Teaching Young Learners                                  좌장: 박선호(경인교대)

10. English Testing                                             좌장: 이용원(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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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in Korea

강후동 (진주교육대학교)

I. 서론

  Action research의 시대적 의의와 연구활성화 필요성 
   1) 질적연구 방법의 재부각 및 질적연구의 방법의 하나로서의 Action research
   2) 우리나라 대학원 영어교육연구의 추세 
   3) 시대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양적 실험연구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
   4)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의 Action research에 대한 분석과 정리, 방향제시 필요 
   5) Action research의 활성화 방안 모색 

II. Concepts of Action Research

1. Action Research의 유래와 정의: 

가.  Action Research (AR)의 유래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 행동과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생활의 구체적인 개혁이나 개선을 기하려는 연구 방식. 1940년대에 독일에서 일어나 
직장의 생산성 향상, 인간관계의 개선 등에 큰 성과를 거두었음. 

Kurt Lewin, a professor at MIT, first coined the term “action research” in 1944. He 
described action research as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conditions and 
effects of various forms of social action and research leading to social action” that 
uses “a spiral of steps, each of which is composed of a circle of planning, action 
and fact-finding about the result of the action.” Action Research is a three-step 
spiral process of (1) planning which involves reconnaissance; (2) taking actions; 
and (3) fact-finding about the results of the action (Lewin, 1946). 

나. One of the most frequently cited definitions (Burns, 2005):
Action research is simply a form of self-reflective enquiry undertaken by 
participants in order to improve the rationality and justice of their own practices, 
their understanding of these practices and the situations in which the practices 
are carried out (Carr & Kemmi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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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밝힌 정의:
... participants investigate issues considered theoretically significant in the field 
(Burns, 2000; Crookes, 1993).

라. Other definitions:
Action Research is the process by which practitioners attempt to study their 
problems scientifically in order to guide, correct, and evaluate their decisions and 
actions (Corey, 1953). 

Action Research is a fancy way of saying let’s study what’s happening at our 
school and decide how to make it a better place (Calhoun, 1994). 

다양한 AR의 정의가 학자 간 존재하지만 결론적으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내부자의 
시각에 의한 자발적인 문제제기와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학교 현장과 
결부시켜보면, 학교 밖의 전문가가 문제를 진단 처방하고 교사가 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실천가 스스로가 연구를 통해 자신의 현장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강지영, 소경희, 2011). 

마. ELT에서의 Action Research의 시작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AR이 

Long(1983), Allwright(1988), 그리고 Day(1990) 등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Publications by Wallace (1998) and Burns (1999) are the first book-length 

treatments in ELT to explicitly foreground the term “action research” in their titles 
(Burns, 2005).  

2. Action Research의 주된 특징과 모형
 
가. AR의 주된 특징 (Burns, 2005):

(1) the enhancement of practice
(2) the development of new theoretical understandings
(3) the introduction of change into the social enterprise 

나. AR과 현장연구의 차이
Action research를 우리말로 옮기면 ‘실행연구’ 혹은 ‘현장연구’라고도 한다. 1989년 호주 

Brisbane에서 열린 ‘산업, 정부, 고등교육에서의 실행연구를 위한 제1회 국제심포지움에서 
실행연구가 갖추어야할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합의했다(성열관, 2006). 

첫째, 행위 당사자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거나 성찰할 것, 
둘째, 성찰과 실행의 활동을 접하게 연계하여 반복할 것, 
셋째, 연구결과를 관심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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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현실의 문제 상황을 개선하거나 성찰하기 위해 행위당사자가 연구의 주체가 되
어 성찰과 실행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관심있는 다른 사람들
과 공유한다면 이를 실행연구라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행연구(AR) ≠ 현장연구(Field Research)

  우리나라에서는 Action Research이 실행연구, 현장연구, 행동연구, 등 몇 가지로 연구자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의 연군논문에 “현장연구(Action Research)”라고 표시되기도 
한다. 실행연구는 현장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실천가에 의해 수행되
는 연구라는 점에서 현장연구와는 분명히 성격을 달리한다. 

  실행연구는 행위 당사자가 자신의 현장과 관련된 문제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연구로서, 
실천가가 연구의 주체로서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에서 ‘참여’는 실천가가 외부 연구
자들의 연구에서 자료제공의 역할에 머물러있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개입’(involved)이 아니
라, 실제를 개선하고 지식을 생산하는 책임을 지닌 주체로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
여’(participatory)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AR의 모형의 예

(1) Lewin’s Model (1947): 

그림 1. Systems Model of Action-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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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 Spiral of Kemmis & McTaggart (1988a):

그림 2. The AR Spiral

(3) AR의 일반적인 모형

그림 3. 실행연구의 나선형적 순환 구조

  계획, 실행, 그 결과로 얻어지는 사실 발견(fact-finding), 성찰로 전계되는 나선형 연구과정
이  한 개 논문에서 2개 이상의 cycle이 존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 2개 이상의 cycle이 존재하는 경우의 예 제시: 

(4) AR의 판별 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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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 AR 연구 분석

1. 대상 

첫째, 200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국내 영어교육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실행연구와 관련된 
검색어로 검색 후 수집된 논문 중에서 초록을 보고 행위 당사자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찰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적 연구과정을 거친 
논문과, 둘째, 위의 방법으로 검색한 실행논문의 석·박사 학위논문도 조사하였다. 교수자가 
연구 주체로 참여하는 연구인 경우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실행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룬 논문은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2. 검색도구: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3. 주제어: 1) 실행연구, 현장연구, 실천연구, 성찰적 연구, 반성적 연구, 반성, 행동연구, 
action research, reflective research

          2) 영어수업 효과,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4. 분석기준

가. Noffke(1997, 2009) 기준
(1) 전문적 차원 - 수업과 관련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중점
(2) 개인적 차원 -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내면적 변화와 성장 - 자기 반성 
(3) 정치적 차원 - 교실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이해하고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는 데에 중점

나. Zeichner(2003) 기준
(1) 개별 교실 차원 (within classroom)
(2) 단위 학교 차원 (beyond classroom but within the school)
(3) 단위 학교 밖 차원 (beyond the school)

다. 학급별 실행목적 구별: 
(1) 유아, (2) 초등, (3) 중등, (4) 대학, (5) 대학원, (6) 성인

라. 실행연구의 주제에 따른 구분

마. 연구 구성원의 형태에 따른 구분
(1) 단독연구: 연구자 - 연구를 목적으로 임시로 별도의 교육현장을 선정해서 실행
      교수자 - 연구 대상이 자신의 현장인 경우
(2) 협력연구(collaborative research): 연구자 + 교수자, 교수자 간, 연구자 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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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실행연구 방법에 따른 구분:  (1) 양적연구, (2) 질적연구, (3) 혼합연구

IV. 논의 및 결론
   
1. 국내 AR 연구의 현황과 제언 

  - 분석결과 
  - 영어교육에서의 실행연구의 분석기준별 예
  - 교육학분야와 비교 
  - 제언

2. 국내 영어교육분야 AR연구의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에서 교수방법의 성찰적 접근 방법의 활성화 필요
  - 협력연구의 활성화 필요(Choi, 2009)
  - 교원양성기관의 신임교수 임용 후 학교현장 이해 연수 프로그램 필요 
  - 교·사대와 부속/부설 초·중·고등학교 간의 협력연구 지원체제 강화 필요  

3. AR의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 대학원 영어교육연구 활성화 방안 
가. 영어교육관련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의 AR 내용포함 교과목 필요  
나. 영어교육관련 대학원의 학위논문 작성의 활성화 및 학술지 발표를 통한 공유 활성화

(1) 교육현장에서의 석사, 박사 학위논문의 가치 인정 방안 모색  
(2) 교원양성 시의 인증제 점수체계 모색 (예: 의사들의 세미나 참가 인증제, 등)

- 학술대회 논문발표, 학술대회 참가 권장 및 인증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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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연구에서의 메타분석 개관

김영규 (이화여자대학교)

I. 정의

 “동일한 연구문제에 대해 누적된 다수의 독립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기 위해 수집이 가능
한 거의 모든 선행연구들의 단편적인 결과들을 체계적이고 통계적으로 종합하여 객관적이
고 포괄적인 연구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행연구 고찰방법(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Literature Review)”(전윤아, 2015, pp. 9-10)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된 연구결과를 통합하기 위해 각 연구에 제시된 요약
통계 값(분석 결과 값)을 동일한 측정단위로 표준화시킨 효과크기(Effect Size)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전윤아, 2015, p. 10)

II. 장점(전윤아, 2015, pp. 13-14)

 “연구별 서로 다른 분석 결과 값들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단위를 통일함으로 하나의 결론
으로 종합하는 것이 가능”

 “수집 가능한 개별의 작은 연구결과를 모두 포함한 큰 표본을 이용” ⟶ “종합된 결과값은 
각기 다른 연구 환경 속에서 수행된 독립된 연구로부터 도출된 제한된 표본크기나 한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결과값보다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모수치를 추정하며, 높은 
통계적 검증력을 가”짐

 “동일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을 때, 이들 연구물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켜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

 “1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연구 여건의 조성이 여의치 않을 때, 연구자는 메타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들의 결과물을 1차 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III. 메타분석의 절차(전윤아, 2015, pp. 16-19)

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나. 연구결과물을 수집한다.
다. 효과크기를 계산한다.
라.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 중 하나를 통계적 모형으로 선택한다.
마. 연구의 특성을 정리한다.
바. 메타분석을 시행한다.
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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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집단들 중 한 집단(보통 통제집단)의 표준편차(S)

B 비교되는 집단들만의 통합표준편차(pooled standard deviation)

C 연구 설계에 포함된 모든 집단들의 Sp

IV. 효과크기

 정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Kline, 2013)
 통계검정 = 효과크기 * 표본크기(Rosenthal, 1991)

           




 용도
1)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정확한 p값, ES 및 검정력(power = 1-β) 보고
2) 메타분석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표 1. 효과크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예

출처: Table 4.2(Larson-Hall, 2016, p. 143)를 수정하여 인용했음.

표 2. 효과크기의 유형

표 3. d 유형 ES 계산 시 선택할 3가지 종류의 분모(denominator)

출처: Table 4.3(Larson-Hall, 2016, p. 147)을 수정하여 인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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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평균 표준편차 n

Non Think Aloud (통제집단) 1.153846 3.108041 39

Think Aloud (실험집단) 1.342105 3.450627 38

 표준화자
 


  


   

  
    



 효과크기의 계산 실습
표 4. 계산 공식

  
표 5. 기술통계값

출처: Table 4.5(Larson-Hall, 2010, p. 259)를 수정하여 인용했음.

또는 Effect Size Calculators(http://www.uccs.edu/~faculty/lbecker/)를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도 있음.

표 6. 효과크기의 해석

표 7. L2 연구에서의 효과크기의 해석

출처: Table 3.5(Plonsky, 2015, p. 38)를 수정하여 인용했음.

V.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 vs.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전윤아, 2015, pp. 64-69)

가. FE 모형
 “메타분석에 사용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가 공통된 하나의 참 효과크기(True Effect 

Size)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모집단으로부터 표집되었으며, 관찰된 효과크기 값들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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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표집오차(Sampling Error)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가정하는 모형”
 “각 연구의 효과크기의 모수(참 효과크기)는 고정되었으며 효과크기들의 분산은 연구 내 

분산(Within-study Variance)으로만 해석”함
 “평균효과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효과크기들의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여, 

효과크기로 계산된 개별 연구들의 분석결과 값이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검증되면, 고정효
과모형을 통하여 연구들의 효과크기를 종합할 수 있”음

 “연구목적은 분석에 포함된 전체 연구의 모수치인 참 효과크기를 추정하는 것으로 영가설
은 ‘참 효과크기는 0이다’가” 됨

나. RE 모형
 “메타분석의 대상 연구들을 병합하는 참 효과크기(True Effect Size)는 단 하나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연구마다 동일한 조건의 연구들이 가질 수 있는 참 효과크기가 하나
씩 존재한다고 가정”함

 “연구목적은 연구별 참 효과크기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으로 ‘참 효과크기들의 평균은 0이
다’가 영가설이” 됨

 “통합대상 연구들의 연구조건이 동질하지 않아 동일한 하나의 효과크기로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연구 간 분산([Between-study Variance,]T2)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모형임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들이 가지는 이질성의 정도(T2)를 추정함으로, 무선효과모형은 개별 
연구들의 서로 다른 효과크기를 하나의 통합 효과크기(즉, 효과크기의 평균 참값[True 
Mean Effect Size])로 종합할 수 있게” 됨

 “무선효과모형을 이용한 메타분석의 결과는 도출된 병합 효과크기 값을 동일한 주제를 공
유하는 일반적인 연구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VI. 가중치가 부여된 가중평균 효과크기 계산(전윤아, 2015, pp. 70-94)

 “분산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역분산 가중치(Inverse Variance Weight) 방법”
을 사용함. “역분산 가중치 방법이 적용되면 각각의 연구로부터 얻은 효과크기들의 분산의 
역수값을 각 효과크기에 가중시켜 평균 효과크기를 구하기 때문에 개별 연구의 정 성 평
가에 따른 가중치가 부여된 가중평균 효과크기는 단순평균 효과값보다 모수를 보다 정확하
게 추정하게” 됨

 FE 모형: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 효과크기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표집되어 개별 연구들
이 동질적이라는 가정하에, 연구 내 분산만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가중치값을 사용하여 병
합 효과크기 추정값을 계산”함

FE 모형의 가중치:   
  

FE 모형의 가중평균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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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효과크기(ES) 분산(v) 가중치(w) 효과크기 x 가중치(ES x w)
연구 1 .2027 .1 10(= 

 ) 2.027

연구 2 .4236 .05 20(= 
 ) 8.472

연구 3 .6931 .01 100(= 
 ) 69.31

총합 130 79.809

표 8. FE 모형의 가중평균 효과크기 계산 예시

출처: 전윤아(2015, p. 76)을 수정하여 인용했음.


  

       



 

 RE 모형: FE 모형과 동일하게 구함. 단 가중치값의 계산 시 표집오차로 인한 연구 내 분
산(v)과 연구 간 이질성으로 인한 연구 간 분산(Τ2)을 더한 총분산 값의 역수로 계산함

VII.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정 및 조절변수의 규명(전윤아, 2015, pp. 95-123)

 H0: ES1 = ES2 = ... = ESi

 Cochran의 Q: 동질성(homogeneity) 검정통계값으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들이 전체 가
중평균 효과크기로부터 가지는 편차의 자승값을 각 효과크기의 분산의 역수로 가중시킨 후 
모두 더한 값”임. “Q값은 n-1의 자유도를 가진 χ2분포에 근거하여 해석하”며 “χ2분포의 
꼬리 부분의 기각역에 해당하는 값이 산출되면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는 동질적이라는 영가
설은 기각”됨. 이 경우 “연구자는 연구 간 효과크기의 차이를 보이는 연구 특성이 무엇인
지 살펴보아야” 함

  
 



 


 해석: Q = 56.156, df = 15, p < .001 --> 16개의 “연구들 사이의 효과크기에 서로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구자는 연구별 효과크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연구 특성
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 혹은 무선효과모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해야” 함

 FE 모형을 이용한 메타분석의 경우 “연구들 간의 이질성의 원인이 되는 연구수준의 특성
을 분산분석이나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함. 이 두 방법은 “이질성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예측되는 연구의 특징을 독립변수로, 각 연구들의 효과크기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함. “종속변수는 메타분석결과로 계산된 효과크기인 집단 간의 표준화된 평균차이 또
는 두 변수 간의 관련의 정도를 의미하므로 개별 연구의 특징은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조절
변수(Moderator Variable)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함

 RE 모형에서도 “연구 간 이질성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면 [FE]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분
산분석 또는 회귀분석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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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iveness of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Instruction: 

A Meta-Analysis (Applied Linguistics, 36(3), 345-366)

이준규, 장주현 (한국외국어대학교) 

I. The Effectiveness of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Instruction: A 

Meta Analysis

Pronunciation instruc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has been conducted in a 
variety of fields, specifically owing to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practical 
mechanism of second language learning, pronunciation instruction in ultimate 
second language attainment is one of the least investigated. Most research has 
focused on grammar instruction or pragmatic instruction (Ellis, 2003; Long & 
Robinson, 1998; Muranoi, 2006) while pronunciation instruction research has 
received a little attention. To understand pronunciation instruction in a second 
language, segmental features as vowels and consonants and suprasegmental 
aspects as stress, intonation, rhythm, pitch, and foot (Hirst & Di Cristo, 1998) have 
to be considered in second language sound system.

Given the importance of segmental and suprasegmental instructions, i.e., 
pronunciation instruction, the investigation of L2 learners’ phonological and 
phonetic learning and use is to also determine the role of successful 
representation of nativelikeness through laboratory-based or classroom-based 
studi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bberton & Fourcin, 1975; de Bot, 1980, 1981; 
James, 1976). In some laboratory studies, trained learners are able to produce 
fluent English intonation (Hardison, 2004) and to discriminate rhythmic patterns 
successfully (Bailey, Plubkett, & Scarpa, 1999). In language classrooms, individual 
second language segmentals in a variety of contexts by adult learners are 
investigated in detail (Derwing, Munro, & Wiebe, 1998) and second language 
suprasegmentals are also associated with stress, intonation, and other features 
strongly in terms of tonal, temporal and dynamic features (Chun, 2002; 
Trofimovich & Backer, 2006).

With an overall goal of examining major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the effects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this research offers main factors related to the 
effects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i.e., context, different types of treatments and 
pronunciation features, and dependent measure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Taken together, this analysis seek to clarify how factors influence pronunciation 
instruc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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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onunciation in Instruct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SLA) 

and Factors Related to the Effects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As Carrell (1998) and Plonsky (2011) mentioned, effective instruc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might tend to depend on the context which are included 
participants’ age, proficiency level, native language (L1) and second or foreign 
language as a target language (L2), their native countries, type of educational 
institution, and research setting which can refer to classroom based or 
laboratory-based pronunciation instruction. The effects that can be shown different 
contextual variables might have on the major effects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Figure 1. Overall/Meta-Analytic Effects of Instructed SLA Across Subdomains 
(Lee et al., 2015)

Ag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in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ield is 
age-related issues (Hwang & Jun, 2011), however it is also crucial part on second 
language learning. 

Proficiency level
Most pronunciation instruction studies investigated the effect of proficiency with 
intermediate level which can be appropriate for dealing with tasks comprehension, 
perfomance and completion (Alves & Magro, 2011; Barb, 2005; Bueno Alastuey, 
2010; Cenoz & Lecumberri, 1999; de Bot, 1983; de Bot & Mailfert, 1982; Derwing, 
Munro, & Wiebe, 1998; Fleps et al., 2009; Saalfield & Saito, 2011; Saito & Lys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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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versus Foreign Language (L1 versus L2)
Pronunciation instruction has been tested in second language (Barb, 2005; Cardoso, 
2010; Derwing & Rossiter, 2003; Elliot, 1995; Logan et al., 1995)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environments (Permutter, 1989; Rasmussen & Zampini, 2010; 
Saito & Lyster 2012; Tanner & Lanon, 2009).

Native Country, Type of Educational Institution, Research setting (Classroom Versus 
Laboratory)
To mention a variety of context in pronunciation instruction studies, learners’ 
native countries, types of educational institution and research settings which are 
conducted through classroom based instruction and laboratory based instruction 
should be added more in detail to give a support to their language ability, 
exposure of language and language use as a mean of enhancement of language 
learning.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overall effects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PI) 
regarding potential factors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below:

- What is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instruction on L2 pronunciation?
-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I and different contexts, treatment types, 

and outcome measures?

III. Analysis and Results

Research question 1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d values from 
within-group and between-group designs. Research question 2 also observed the 
effects of variables (i.e., function)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i.e., different contexts, treatments, and outcomes).

Figure 2. Funnel Plot of Effect Sizes (d; x-axis) and Sample Sizes (N; y-axis) 
for Within-Group Contrasts (Lee et al., 2015)



- 20 -

Table 1. Overall Results for the Effectiveness of L2 Pronunciation Instruction 
(Lee et al., 2015)

Table 2. Moderator Analyses Across Contexts (Within-Group Contrast) (Lee et al., 2015)

Table 3. Moderator Analyses Across Contexts (Between-Group Contrast) (Lee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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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and related 
factors regarding all potential moderators. Eighty six studies were analyzed and 
each study was coded on various factors (Cohen’s d). Results showed a large effect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for within and between group contrasts. Moreover, 
longer interventions, treatments with feedback, and more controlled outcome 
measures were also shown as large effects. The conclusion points out relevant 
issues of practical and pedagogical aspects with respect to pronunciation 
instruction and in comparison with instruct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conduct the relative link between theoretical attainment and 
experimental methodology in instructed pronunciation acquisition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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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it and Explicit Instruction in L2 Learning:

Norris & Ortega (2000) Revisited and Updated

Jaemyung Goo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 Introduction

Norris and Ortega’s (2000) meta-analysis of studies on L2 instruction published 
between 1980 and 1998 came as an important point of reference in the field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Over a decade has passed since their study was 
published. Undeniably, a fairly good number of studies on implicit/explicit 
instruction have been conducted since 1998; hence, relevant research has ripened 
to allow for another meta-analysis. As in Norris and Ortega’s, the present 
meta-analysis is designed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implicit and explicit 
instruction in L2 learning. Below are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that we 
attempted to address in the current meta-analysis.

RQ1: How effective is L2 instruction overall? 
RQ2: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treatments in their 

overall efficacy on L2 learning? 
RQ3: To what extent do potential moderator variables mediate the effectiveness of 

implicit and/or explicit treatments?

II. Method

1. Identifying studies

A. Databases (ERIC, LLBA), journals of SLA and applied linguistics, and reference 
sections from textbooks and handbooks of SLA were searched and 
cross-checked.

B. Over 100 studies were identified for possible inclusion including Norris and 
Ortega’s (2000) 49 unique sample studies published between 1980 and 1998.

C. Final selection of 34 primary studies (35 experiments): 11 studies from Norris 
and Ortega (2000) & 23 studies published between 1999 an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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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clusion criteria

In addition to the 11 studies that we judged eligible among those included in 
Norris & Ortega (2000), we included experimental or quasi-experimental studies 
that: 
A. were published between 1999 and 2011 
B. measured actual L2 development in grammatical, lexical, and/or pragmatic 

features.
C. provided enough information to calculate effect sizes.
D. manipulated BOTH implicit and explicit instructional types (implicit vs. explicit 

feedback studies were also included).
E. recruited adult/adolescent L2 learners as participants.

3. Exclusion criteria

We excluded studies that:
A. did not measure the actual acquisition of specific L2 features (e.g., 

descriptive/observational studies).
B. measured the effects of only implicit or only explicit conditions.
C. combined implicit and explicit features for the potential implicit condition, that 

is, no implicit group according to our definition.
D. did not include all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calculation of effect sizes (i.e., 

unadjusted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r F or t values (df = 1), and sample 
sizes).

E. involved too small a sample size for either implicit or explicit condition (n = 5 
or smaller).

4. Variables

A. Independent variable: we followed the implicit/explicit distinction that Norris & 
Ortega (2000) used.

B. Moderator variables:
- research setting: experimental vs. quasi-experimental
- type of study: feedback vs. nonfeedback vs. combined
- learning context: second language vs. foreign language
- mode of instruction: oral vs. written vs. both
- target type: grammar vs. lexis vs. pragmatics
- dependent variable measures: metalinguistic judgment vs. selected response 

vs. constrained constructed response vs. free production (as in Norris & 
Ortega, 2000)

- timing of posttests: immediate (0-7 days) vs. short-delayed (8-29 days) vs. 
long-delayed (30 days or later), as in Keck et al. (2006) and Mackey and Go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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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ults

1. Overall treatment effects

Overall mean effect size: 1.031 (explicit + implicit)

For the explicit condition, a large mean effect size (1.290) was observed, whereas 
we found a medium-to-large mean effect size for the implicit condition (0.774), 
indicating explicit instruction appears to have been relatively more effective than 
implicit instruction although implicit treatments were still quite beneficial for L2 
learning. 

2. Moderator variables

A. Research settings (experimental vs. quasi-experimental): Regardless of the 
setting, explicit instruction led to a large effect size. However, implicit 
instruction appears to have been somewhat more effective in quasi-experimental 
settings than in experimental settings al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two research settings.

B. Mode of instruction (oral vs. written vs. combined): As for explicit instruction, a 
Q statistic showed a significant between-groups difference, showing the largest 
mean effect size for the combined instruction (oral + written), followed by the 
written mode of instruction, and then the oral instruc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bined and oral instruction in mean effect siz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other pairwise 
comparisons. Similar results were found under the implicit condition, that is, 
the largest mean effect size for the combined instructional condition, and the 
medium effect size for the written instruction, and the smallest effect size for 
the oral treatments. Again,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combined and oral instruction.

C. Type of study (feedback vs. nonfeedback vs. combined): Under the explicit 
condition, it appears that the combined and nonfeedback studies led t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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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r mean effect sizes than did the feedback studies included in this 
meta-analysis. A similar pattern was observed for the implicit condition, but 
wit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 Learning context (SL vs. FL): Regardless of the type of instruction, studies 
conducted in FL contexts contributed more to L2 learning than those carried 
out in SL contexts.

E. Type of target (grammar vs. lexis vs. pragmatics): Most of the studies included 
in the current meta-analysis were designed to measure the acquisition of 
grammar (n = 27), and only 4 studies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explicit/implicit treatments in the learning of L2 pragmatic features. Explicit 
instruction was much more effective than implicit instruction at facilitating L2 
grammar. 

F. Type of DV measure (metaling vs. selected vs. constrained vs. free vs. 
combined): Under both instructional conditions, the largest mean effect size was 
found in the performance of selected response measures. Constrained 
constructed and free constructed response measures were placed second with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talinguistic measures yielded a medium 
mean effect size under the explicit condition, whereas a small mean effect size 
was found in learner performance on metalinguistic measures under the implicit 
condition.

3. Direct comparisons

A. Explicit condition as a treatment condition and implicit as a comparison 
condition, as suggested by Borenstein et al. (2009), due to non-independence 
between the conditions.

B. An effect size in the positive direction (e.g., d = .03): explicit > implicit 
regardless of its significance.

C. An effect size with the minus sign (e.g., d = -.03): Implicit > explicit regardless 
of its significance.

D. Four more studies were added.
E. Total k = 35 in this set of analyses.
F. Overall effect sizes: .494

Immediate (k = 35): .503, Short (k = 11): .560, Long (k = 8):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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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icit Condition Implicit Condition

 Overall g = 1.290 (k = 31) g = .774 (k = 31)

 Setting Experimental = Quasi-Exp Experimental = Quasi-Exp

 Study Combo = Nonfeedback > Feedback 
(tendency, no sig.)

Combo = Nonfeedback = Feedback

 Context FL >SL FL > SL

 Mode Combo > Oral, Combo = Written, 
Written = Oral

Combo > Oral, Combo = Written, 
Written = Oral

 Target Grammar: g = 1.060 (k = 27) Grammar: g = .595 (k = 27)

 DV Metaling: g = .634 (k = 13)
Selected: g = 2.777 (k = 9)
Constrained: g = 1.474 (k = 18)
Free: g = 1.443 (k = 9)
Combined: g = .631 (k = 2)

Metaling: g = .260 (k = 13)
Selected: g = 2.142 (k = 9)
Constrained: g = .817 (k = 18)
Free: g = .859 (k = 9)
Combined: g = .400 (k = 2)

 Direct comparison: g = .494

4.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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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영어과 핵심역량 적용 방안

이영아 (청주교육대학교)

I. 서론

2015년 9월에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 총론의 특징으로는 교과교육을 포함하여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역량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육부(2015a)는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p. 3). 본 발표에서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인 
핵심역량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고,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Ⅱ. 핵심역량의 의미와 배경1

전통적으로 역량(competence)이라는 개념은 특정 과업에 요구되는 기능과 태도 등을 
기술한다는 측면에서 직업 교육 분야에 널리 적용되었으나, 지식정보화 및 글로벌화로 
압축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개인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7년 OECD가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면서 세계 각국의 학교 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하게 
되었다(박민정, 2009; Halász & Michel, 2011).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는 일면 학교 교육이 
직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출발되었지만, 단순히 직업 세계에 대한 
준비라는 협소한 관점이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서, 그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을 토대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도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함양시켜야 할 핵심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이광우 외 3인, 2008; 이근호 외 3인, 2012; 최상덕 외 
5인, 2011)

핵심 역량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킨 출발점으로서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역량을 정의하고 핵심 역량의 선정 준거를 설정하였다. 
Rychen과 Salganik(2003)에 따르면, 역량이란 특정 맥락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잡한 요구에 
성공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개인의 인지적, 비인지적 요소를 포함한 모든 심리적 요소들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A competence is defined as the ability to successfully 
meet complex demands in a particular context through the mobilization of 
psychological prerequisites (including both cognitive and noncognitive aspects,” p. 
43). 이러한 핵심 역량의 선정 준거로는 모든 개인에게 중요한 역량(important for all 
individuals), 다양하고 광범위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중요하고 복잡한 요구에 부응하는 데 

1 본 장의 내용은 김인석 외 7인(2014)에서 저자가 집필한 부분을 발췌한 것임. 



- 30 -

유용한 역량(instrumental for meeting important, complex demands and challenges in 
a wide spectrum of contexts), 개인적, 사회적 수준 모두에서 가치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량(contribute to highly valued outcomes at the individual and 
societal levels in terms of an overall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을 꼽았다.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 해외 사례로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퀘백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 중 캐나다 퀘백에서는 2001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2005년부터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구성,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이근호 외 3인, 
2013), 퀘백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핵심 역량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역량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 수행의 
맥락에 적합한 자원을 실질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obilization in 
context). 둘째, 역량은 절차화된 지식이나 기능의 반복적 재생 능력이 아니라 효과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들(지식, 기능, 태도, 전략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availability of resources). 셋째, 역량은 과제수행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즉 과제수행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능력을 의미한다. 
(Ministere de I’Education, 2001, p. 11, 박순경 외 14인, 2014에서 재인용)

해외 사례를 통해 나타난 핵심역량의 의미를 종합하면, 단순히 지식이나 기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를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간 영어교육에서 강조해 온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즉,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에서도 구체적인 
맥락에서 유의미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는데, 이는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와도 매우 유사하다. 

Ⅲ.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중점적으로 길러야 할 역량으로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a). 이러한 여섯 가지 역량은 
교과교육을 포함하여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길러야 할 것으로 영어과에도 적용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섯 가지 역량이 모든 교과에 동일한 비중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부합하는 정도나 강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어과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강조되고 중점적으로 길러야 할 역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선행 연구들은 영어과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나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김인석 외 7인, 2014; 
이미경 외 5인, 2014; 임찬빈 외 8인, 2013). 그러나 이들 연구는 총론에서 여섯 가지 역량을 
제시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핵심역량의 상위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 즉 무엇을 
핵심역량으로 설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일관된 내용에 따른 델파이 조사나 설문조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임찬빈 외 8인(2013)에서는 상위 범주를 명료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하위 
개념과 상위 범주가 혼재되어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김인석 외 7인(2014)에서는 총론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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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 용 
영어과 목표 첫째, 영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습득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

르고 둘째, 평생교육으로서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 및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셋째, 국제 사회 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 국제 사회 이해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넷째, 
영어 정보 문해력 등을 포함하여 정보의 진위 및 가치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영어과 
핵심역량

영어 의사소통 역량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
는 역량이며, 영어 이해 능력과 영어 표현 능력을 포함
한다.

자기관리 역량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기 주
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며 영어에 
대한 흥미, 영어 학습 동기,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지, 학습전략, 자기 관리 및 평가를 포함한다.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배려
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포함한다. 

지식정보처리 역량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
용하는 역량이며 정보 수집·분석 능력, 매체 활용능력, 
정보 윤리를 포함한다. 

연구인 박순경 외 14인(2014)에서 설정한 일곱 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델파이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이들 7개 역량은 2015 총론에서 제시된 여섯 개 역량과 일부 차이가 있어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 이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국내외의 핵심역량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핵심역량의 의미를 비교적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핵심 역량으로 설정할 것이며, 또한 각 핵심역량의 하위 구성 요소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총론의 여섯 개 
핵심역량이 좀 더 일찍 선정되었다면, 영어과 핵심역량 및 각 역량의 하위 요소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제시된 6개 핵심 역량 중에서 영어과의 특성 
및 총괄 목표를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영어과 핵심역량을 설정하였다(교육부, 2015b). 각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와 전문가 협의회 결과를 종합하여 
설정하였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과 목표 및 핵심역량

표 1을 살펴보면, 영어과 핵심역량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네 개로 구성되며, 이들 역량은 영어과 총괄목표와도 연계된다. 
이러한 핵심역량은 의미의 본질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학습 내용이나 성취기준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의 수를 줄이고 학습 내용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학생들이 경험하는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업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중점 개정 
사항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되려면, 핵심역량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사례의 
발굴과 보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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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의사소통역량과 공동체 역량의 연계 

권희주 (서울자운초등학교) 

Ⅰ. 서론

교육부는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현행 2009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을 기초로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과 공통의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설정한 핵심역량을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개선이 필요하며 핵심 원리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협력학습, 토의·토론학습, 원전 읽기 등의 
독서 활동 강화, 과정중심 평가 확대 등의 수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여 학습량 감축을 통해 
협력학습 등 학생 참여 수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았습니다. 

또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총론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교과별 핵심역량을 고려한 
교과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교과 고유의 탐구역량과 사고역량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방법을 안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총론의 미래 사회 
핵심 역량 중 영어과에 반영되어야 할 필수적인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영어 
의사소통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네 가지로 영어과 
교과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영어 교과역량 중에서 영어 의사소통역량과 공동체 역량은 2009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으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 교육과정과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네 가지의 영어과 교과역량 중에서 초등학교 현장교육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을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의 의미와 요소를 보다 명료화하고 두 
개의 역량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어과 교과역량에 보다 접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해 봅니다.

첫째, 초등학교 현장에서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둘째, 초등학교 현장에서 공동체 역량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셋째, 초등학교 현장에서 영어 의사소통역량과 공동체 역량은 연계되어 함양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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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영어 의사소통역량

영어 교과역량 중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위요소로는 영어 이해능력과 영어 표현능력이 
있습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경우 초·중학교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에서 ‘읽기,’ ‘쓰기’ 학습을 강조하는 등, 언어발달 단계와 학생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취기준 수를 통해 살펴보자면 
듣기와 말하기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31%의 비율로, 읽기의 경우 20%, 쓰기는 18%의 
비율로 문자언어보다는 음성언어를 강조하다가 고등학교에 가서는 읽기와 쓰기의 비율이 
28.5%가 되도록 학교급에 따라 문자언어의 점진적 증가를 성취기준 수의 변화를 통해서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인 영어 이해능력과 영어 표현능력을 음성언어 
중심으로 신장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들이 필요한데 Widdowson(1983)은 의사소통 중심 
교육이 되려면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상황을 만들어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말하기·듣기 능력의 개발을 위해서는 언어 환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영어교육의 실정은 교실 밖에서 말할 상대나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하기·듣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영어 교육상황을 극복하고 영어 말하기·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협동적 언어학습입니다. 협동적 언어학습(Cooperative 
language learning)은 교실에서 학습자들이 소집단별로 협동적인 활동을 극대화한 
학습이론(Olsen & Kangan, 1992)이며 협동학습은 기본적으로 2-6명으로 구성되는 소집단이 
학습 단위가 되므로 집단 내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어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과 학생과 학생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박수진(2000)은 협동학습을 통한 영어 학습은 실제 의사소통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상호작용의 증대로 영어 연습 기회를 늘리며 정확성보다 유창성에 중점을 둔 다양한 영어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동료와 
과업 수행을 하게 되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의사소통활동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다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학교의 영어 수업은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의 실현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영어 학습을 통해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의욕과 흥미를 유발하고 소집단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더욱 친 하게 만들며, 학생들이 
영어로 말할 기회와 실제적인 의사소통 활동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협동학습을 통한 
말하기·듣기 능력의 개발 노력과 연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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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역량

영어 교과역량 중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위요소로는 배려와 
관용, 대인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이 
있습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경우 내용체계에 문화 영역을 신설하여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핵심개념 아래 ‘영어 표현이 담고 있는 문화요소를 이해한다.’라는 내용으로 
초등학교에서는 문화(요소)간 차이, 중학교에서는 문화(요소)간 차이와 의미,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요소를 학교급별 주요 내용 요소로 선정함으로써 문화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 지도는 자국 문화와 외국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과 태도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Rivers, 1981), 문화 장벽에서 벗어나 세계를 보다 넓은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Brown, 2000)고 하였습니다. 이호진(2001)은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학습자는 모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모국 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Hudson(1980)은 외국 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자국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발달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Canagarajah 
(1999)는 문화간 화자가 영어로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문화적인 차이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서로의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여 
갈등을 조절해 나가는 자세와 능력인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이 요구된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는 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충분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들에게는 학습자들이 외국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문화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문화적 내용을 조직하고 설정할 수 있는 노력과 적절한 교수활동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하여 교사는 학습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수업을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Kagan(1992)에 
의하면 협동학습에서는 개인의 성취가 모둠 전체의 성취와 직결되는 집단 보상이 전제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가 
학습을 잘 수행하도록 용기와 도움을 주게 되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Johnson과 Johnson(1986) 역시 모둠 내 학생들이 협동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들의 생각이나 의사를 더욱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부끄러움 없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어를 배우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협동학습 상황의 친숙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는 익숙하지 못한 영어라도 더 많이 말해 
보려는 경향이 있어 영어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들도 부담감 없이 학습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협동학습 구조를 적용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자료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도록 만들고 친구의 말에 칭찬해 주는 태도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배려와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역량은 인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이므로 교실 현장에서 교사의 태도 및 
수업 구성과 수업진행 방법에 따라 반영하고 함양할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교사들에 
따라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연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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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성취기준 학습내용 성취기준 학습 활동의 예 
② 세부 내용을 
묻고 답한다.

②-3.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내용을 묻고 답한다.

• 말이나 대화를 듣고 물건을 산 
장소와 가격을 묻고 답하기

• 말이나 대화를 듣고 초대 시간이나  
교통 수단에 관해 묻고 답하기

영역 성취기준 학습내용 성취기준 학습 활동의 예 
③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③-1. 그림이나 도표가 포함된 쉽고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 시간표, 일기도가 포함된 글을 읽고 
문장 완성하기

• 글에 포함된 음식이나 운동 선호도 
조사표를 보고 문장 순서 맞추기

3. 교수·학습 방법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의 현장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도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부록2에 있는 영역별(성취기준 그룹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예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군의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과 유사한 성취기준에 대한 학습 활동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 부록 학습내용 성취기준의 학습 활동의 예(초등학교 5~6학년군 말하기)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활동의 예와는 다르게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5~6학년군 말하기 성취기준인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다’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역할 놀이
① 물건 사기와 음식 주문하기 같은 주제들은 간단한 소그룹끼리의 역할놀이를 통해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알맞은 질문이나 대답을 해 보도록 한다.
② 손님이나 주인의 역할을 맡으면 해당 역할에서 자주 쓰이는 적절한 표현방법들로 소그룹 

별로 알맞은 상황을 설정하고 연습한다.
③ 역할 놀이를 위한 간단한 소품들과 의상들을 통해 활동의 재미를 더하거나 주제에 

알맞은 표현의 확장도 수준별로 고려해 본다.
④ 물건 사기와 음식 주문하기를 위한 역할 놀이에는 화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놀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에 대한 문화 지도도 함께 하면서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고 답할 수 있는 경험도 제공한다.

⑤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 등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역할놀이에서 맡은 역할의 언어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들의 대화내용도 함께 학습해 
가도록 한다.

또한 2009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영역에서 아래의 표와 같은 학습 활동의 예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서 2015 개정에서는 ‘그림이나 도표에 대한 쉽고 짧은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성취기준으로 아래처럼 제시한다.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 부록 학습내용 성취기준의 학습 활동의 예(초등학교 5~6학년군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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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성취기준 학습내용 성취기준 학습 활동의 예 
③ 문장이나 
짧은 글을 쓴다.

③-2. 예시문을 참고하여 간단한 초대, 
감사, 축하 등의 짧은 글을 쓴다.

• 초대장의 날짜와 장소 고쳐 쓰기
• 예시문을 이용하여 짧은 감사 편지 쓰기

  ◦ 4코너 읽기(협력학습을 통한 글 읽기)
글을 4부분으로 나누어 인쇄한 후 읽기를 잘하는 학생 4명에게 나누어 준다. 이 
학생들은 교실의 4코너에 가서 자리를 잡고 다른 학생들은 코너를 돌면서 글을 읽고 
확인을 받는다. 코너를 모두 돈 학생은 교사에게 가서 최종 확인을 받는다. 이 활동 
시작 전에 각 모둠에서 서로 도와가며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표 3. 2009 개정 교육과정 부록 학습내용 성취기준의 학습 활동의 예(초등학교 5~6학년군 쓰기)

  ◦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활용한 글쓰기(협력적 글쓰기) 
모둠별로 아이디어를 모으는 학습 방법으로 교사가 제시해준 그래픽 오거나이저나 학생들 
스스로 만든 그래픽 오거나이져에 모둠이 협의하여 아이디어를 구성한다. 아이디어 창안 단
계에서는 그동안 학습하여 알게 된 낱말이나 어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글로 완성하여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쓰기 영역에 있어서는 2015 개정에서는 ‘예시문을 참고하여 간단한 초대, 감사, 
축하 등의 글을 쓸 수 있다’는 성취기준으로 2009 학습 활동의 예와는 다르게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예시에서는 성취기준 그룹별 대상 성취기준에 대하여 협력학습의 형태를 통하여 영어 
의사소통역량과 공동체 역량과 같은 핵심 역량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제안을 통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 예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지금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 및 교수학습방법에 
담긴 영어과 핵심역량의 반영과 연계 노력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위해서는 음성언어 중심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협력학습이 효과적이며 공동체 역량을 위해서는 문화지도와 
대인관계를 위한 수업과 활동의 구성과 진행을 위해 교사의 연구와 노력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예시에서 제공하는 
협력학습들이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하고 공동체 역량 안에서 지난 영어과 교육과정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온 영어과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기 위한 최소한의 안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충분치 않은 영어시간을 통해 영어 핵심역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두 가지 영역을 연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고 2015 개정 영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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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정신이 바람직하게 반영되어 초등학교 교육현장과 학생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 제언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위해

첫째, 협동학습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활동들이 개발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과 통합 기능을 위해 연구 기관들에서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여 
배포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적용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교수·학습활동에 적합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사연수와 워크샵을 통해 교사들의 인식변화와 자료 선정과 
제작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겠습니다. 문화지도와 학생들의 협력학습을 위한 학급 
관리자로서의 지원에 교사연수와 워크샵을 통해 교수·학습활동에 대해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정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직접 자료를 제작해 봄으로서 자료 선정에 대한 안목도 키워가도록 
합니다.

셋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교육의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시민교육’과 의사소통역량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글로벌 
교육의제로서 부상하고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류 보편의 평화, 인권, 다양성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가치를 내면화 
하여 책임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인 세계시민교육이 그동안 단순한 문화지식의 전달에만 
머물 던 현장의 문화지도에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관계기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의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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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듣기 소리 소리,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한다.

∙ 어구나 문장의 연음, 축약 식별하기

어휘 및
문장

낱말, 어구, 문장을 
이해한다. 

파악하기

세부 
정보 

말이나 대화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 대상, 주제
∙ 그림, 사진, 도표 

파악하기

중심 
내용 

말이나 대화의 중심 내용을 
이해한다.

∙ 줄거리, 주제, 요지 파악하기
추론하기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1

   
김성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I.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영어과 교육과정 구성 체제를 
구조화하였다. 영어는 내용지식을 가르치는 교과가 아니라 음성이나 문자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기능적인 혹은 도구적인 교과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다른 
교과와 달리 핵심 개념이나 내용(일반적 지식)을 설정하기 매우 어려운 교과이다.

더구나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의사소통기능을 강조하면서 문법 위주의 학습이 
사라지면서(이는 전 세계적인 외국어 학습법으로 각인되고 있음) 지식, 개념 등의 내용을 
교과의 학습 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 언어기능 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교과 나름의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언어 영역별로 
학교급별에 따라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영역은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언어기능 영역,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누었고 
거기에 문화 영역을 추가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별로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선정하고, 이들 핵심 요소가 성취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내용(일반적 지식)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핵심 개념이 포함된 내용을 학교급별로 학습하는 
내용 요소(같은 요소라도 학교급에 따라 소재나 수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를 추출하여 
성취기준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Ⅱ. 영어과 내용체계 구조화

1. 중학교 내용체계표의 구성

표 1. 중학교 내용체계표

1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임찬빈 등, 2015b)의 내용을 요약 발췌함.



- 41 -

맥락 말이나 대화의 흐름을 
이해한다.

∙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
∙ 상황 및 화자 간의 관계
∙ 화자의 의도, 목적 
∙ 화자의 심정, 태도 

파악하기
추론하기

말하기 소리 소리를 따라 말한다. 모방하기
어휘 및 
문장

낱말이나 문장을 말한다. 모방하기
표현하기
적용하기

담화 의미를 전달한다. ∙ 사람, 사물
∙ 장소
∙ 의견, 감정 
∙ 그림, 사진, 도표
∙ 방법, 절차
∙ 자기소개

설명하기
표현하기

의미를 교환한다. ∙ 사람, 사물
∙ 위치, 장소
∙ 경험, 계획
∙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

설명하기
표현하기

읽기 철자 소리와 철자 관계를 
이해한다.

식별하기
적용하기

어휘 및 
문장

낱말이나 문장을 이해한다. ∙ 어구, 문장 파악하기

세부
정보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 그림, 사진, 도표
∙ 대상, 주제

파악하기

중심
내용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한다. ∙ 줄거리, 주제, 요지 파악하기
추론하기

맥락 글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한다.

∙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
∙ 필자의 의도, 목적
∙ 필자의 심정, 태도 

파악하기
추론하기

함축적
의미

글의 행간의 의미를 
이해한다.

∙ 문맥 속 낱말, 어구, 문장의 의미 추론하기

쓰기 철자 알파벳을 쓴다. 구별하기
적용하기

어휘 및
어구

낱말이나 어구를 쓴다. 모방하기
적용하기

문장 문장을 쓴다. ∙ 대상, 상황
∙ 의견, 감정
∙ 그림, 사진, 도표
∙ 경험, 계획

표현하기
설명하기

작문 상황과 목적에 맞는 글을 
쓴다.

∙ 초대, 감사
∙ 축하, 위로 글
∙ 일기, 편지
∙ 자신, 주변 사람, 일상생활

표현하기
설명하기

※ 빈칸은 이전 학교급의 내용 요소와 연계하여 학습하되 중학교급에 해당 성취기준이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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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듣기 소리 소리,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한다.

식별하기

어휘 및
문장

낱말, 어구, 문장을 
이해한다.

파악하기

세부 
정보 

말이나 대화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 대상, 주제
∙ 그림, 사진, 도표 

파악하기

중심 
내용 

말이나 대화의 중심 내용을 
이해한다.

∙ 줄거리, 주제, 요지 파악하기
추론하기

맥락 말이나 대화의 흐름을 
이해한다.

∙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
∙ 상황 및 화자 간의 관계
∙ 화자의 의도, 목적 
∙ 화자의 심정, 태도 

파악하기
추론하기

말하기 소리 소리를 따라 말한다. 모방하기
어휘 및 
문장

낱말이나 문장을 말한다. 모방하기
표현하기
적용하기

담화 의미를 전달한다. ∙ 사람, 사물
∙ 장소
∙ 의견, 감정 
∙ 그림, 사진, 도표
∙ 방법, 절차
∙ 자기소개
∙ 주제, 요지

설명하기
표현하기

의미를 교환한다. ∙ 사람, 사물
∙ 장소
∙ 그림, 사진, 도표
∙ 경험, 계획
∙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
∙ 의견, 감정

설명하기
표현하기

읽기 철자 소리와 철자 관계를 
이해한다.

식별하기
적용하기

어휘 및 
문장

낱말이나 문장을 이해한다. 파악하기

세부
정보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 그림, 사진, 도표
∙ 대상, 주제

파악하기

중심
내용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한다.

∙ 줄거리, 주제, 요지 파악하기
추론하기

맥락 글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한다.

∙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
∙ 필자의 의도, 목적 
∙ 필자의 심정, 태도

파악하기
추론하기

함축적
의미

글의 행간의 의미를 
이해한다.

∙ 문맥 속 낱말, 어구, 문장의 의미
∙ 글의 숨겨진 의미

추론하기

쓰기 철자 알파벳을 쓴다. 구별하기
적용하기

어휘 및
어구

낱말이나 어구를 쓴다. 모방하기
적용하기

2. 고등학교 내용체계표의 구성

표 2. 고등학교 공통 ‘영어’ 내용체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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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문장을 쓴다. ∙ 대상, 상황
∙ 의견, 감정
∙ 그림, 사진, 도표 
∙ 경험, 계획
∙ 주제, 요지

표현하기
설명하기

작문 상황과 목적에 맞는 글을 
쓴다.

∙ 대상, 상황
∙ 그림, 도표
∙ 서식, 이메일, 메모

표현하기
설명하기

※ 빈칸은 이전 학교급의 내용 요소와 연계하여 학습하되 고등학교급에 해당 성취기준이 없음을 의미한다.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고등학교 공통 ‘영어’ 과목의 성취 기준 해설 (듣기 예시)>

‘[10영01-01]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는 일상생활이나 학업과 관련된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필요한 정보
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간, 장소, 이유 등 정보를 파악하거나 관련된 내용과 일치･
불일치가 되는지를 묻는 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
도록 한다. 

‘[10영01-02]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
다.’는 일상생활이나 학업과 관련된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및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어진 내용에 드러난 
주제나 요지를 선택하는 활동이나 화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파악하는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요약하여 말하거나 쓰는 활동과 연계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10영01-04]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파
악할 수 있다.’는 일상생활이나 학업과 관련된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
고 맥락을 통하여 화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화의 메시지를 
듣고 전화한 목적을 간단히 쓰거나, 연설문을 듣고 연설자의 의도를 기록하는 활동을 통하여 
상황에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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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영어 성취기준을 활용한 교수‧학습 및 평가예시

맹은경 (아주대학교)

I. 서론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문·이과 통합형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미래 사회 핵심 역량 
중 영어과에 반영되어야 할 필수적인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에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과 외국 문화 이해 등 인문소양 함양을 고려한 영어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영어 교과의 핵심역량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연계하고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적용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의 양을 적정화하고, 언어기능별/학교급별로 설정된 
학습 목표를 현실화하여 교실 학습이 충만하고 효율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영역별 성취기준 수를 줄여서 학습량의 적정화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기 단계에서는 실생활 회화 능력 강화를 위한 말하기 및 듣기 
영역 성취기준을 보완하였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읽기와 쓰기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영어는 학습자들이 초·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 학업 및 진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촉진하고 학교 현장의 교과 수업을 개선 및 
안내할 수 있는 교수·학습과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학습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고등학교 영어 성취기준을 활용한  교수‧학습 및 
평가 예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1. 교수‧학습 방향

고등학교 영어의 교수‧학습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와 자신감을 유지 할 수 있고 영어 사용 능력 및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있어서 
개인차를 함께 고려한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과업 및 체험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학습자 요인, 학습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의 영어 사용 능력, 인지적 정의적 
특성, 학습 유형 및 전략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자 중심, 언어 기능 통합의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실제적인 영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협동 협력 학습, 문제해결 학습 및 
소그룹 과업 중심 활동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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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기준

(10영01-03)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0영01-04)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10영01-05)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취지 
및 
지향점

영어를 활용하여 정보 수집, 분석,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영어로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영어로 듣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시킨
다.

학습 
요소  
기능 
활동

◦ 학습 요소(탐구주제): 일이나 사건의 순서/전후 관계/원인/결과, 상황 및 화자 간의 관계, 화자의  
의도/목적/심정/태도

◦ 기능: 파악하기, 추론하기
◦ (수업) 활동: 그림 카드 순서 맞추고 이야기 만들기, 다양한 목적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기, 이야기를 

듣고 심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타교과 
관련

[경제] 화폐의 발달 

해결하는 과업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 등 인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도 고려한다. 

이 밖에도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수 학습 활동을 구안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활동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학습자들의 능력이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의 기회 및 영어 사용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정보 
통신 기술 도구 등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방향

고등학교 영어의 평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사고력 개발 및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구안하여 평가를 계획하고,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가 
연계되도록 학습과정과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평가한다. 둘째, 영어에 대한 이해 및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에 따라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적절하게 시행한다. 
이 때 학습자의 통합적인 영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개별 
기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통합한 평가도 적절히 실시하도록 한다. 
실제로 사용되는 진성성 있는 언어와 유의미한 과업을 평가 내용에 포함시킨다. 또한 
학습자가 영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교사평가, 학생 상호 평가, 자기 평가.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표현기능(말하기, 쓰기) 평가는 수행평가를 
통해 가급적 직접 평가 방법을 활용하며,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는 평가의 목표 , 내용, 과제 
유형, 채점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시한다. 셋째, 평가 결과는 차후 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교사의 교수‧학습의 개선 및 학습자의 학습 동기 유발 및 개별지도에 활용하도록 
한다.

III. 교수‧학습 및 평가 예시1

1. 듣기

▶ 개요

1 임찬빈 등, 2015, pp. 35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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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습 
방법/ 
유의 
사항

- 실제 미국 화폐를 보여준 후 어느 국가의 화폐인지 추측해보도록 유도하고, 미국 화폐임을 확인한 
이후에 2달러를 지닌 행운의 의미를 알려주며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 학습 내용이 미국 화폐와 관련된 내용임을 공지한 후, 미국 화폐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 학생을 찾아 
경험을 공유하게 하거나 교수자의 경험을 공유한다.

- 듣기 1: 미국 화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후 학습자가 발달 과정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보게 한다.

- 듣기 2: 미국 화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들려준 후 학습자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미국 화폐의 발달 과정을 4 단계로 나누어, 4명으로 이루어진 각 모둠의 구성원들이 한 단계씩 담당하게 
한다.

- 각 모둠의 구성원들은 각자 담당한 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해본 후, 네 단계의 그림을 연결해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영어로 발표해본다.

※유의사항
- 미국 화폐 발달 과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찾아 볼 때 한글만으로 구성된 정보로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찾아 본 정보를 수업시간에 가져오도록 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듣기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듣는 정보가 그림에 명확하게 나타 난 그림 카드를 준비하도록 한다.
- 요약 및 재구성하여 영어로 발표하는 부분은 말하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평가 
방법/ 
유의
사항

<듣기능력 평가>
이야기를 듣고 그림 카드의 순서를 제대로 맞추었는지에 대해 듣기 능력을 평가한다.

성취
기준

(10영02-04)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정보를 묻고 답할 수 있다.

취지 
및 
지향점

영어를 활용하여 정보 수집, 분석,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영어로 말하기, 쓰기 능력의 습득을 통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영어로 말하는 과정을 통해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지시킨다.

학습 
요소  
기능 
활동

◦ 학습 요소(탐구주제): 사람, 사물, 장소, 경험, 계획, 그림, 사진, 도표
◦ 기능: 설명하기, 표현하기
◦ (수업) 활동: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여 묻고 답하기, 영화 내용에 관해 묻고 답하기,  신문 기사를 읽고 

상황 재연해 보기
타교과
관련

[세계사] 미국의 축제

교수
학습 
방법/
유의 
사항

- 미국의 축제와 관련한 유명하면서도 흥미로운 기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에 읽도록 한다. 
- 그 기사와 관련된 다른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는 시간을 학생들에게 준다.
- 학생들이 검색한 정보를 활용하여 짝과 대화하면서 사용할 질의-응답지를 만들도록 한다.
-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검색을 통해 찾아 가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묻고 답하는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 주어진 소재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덧붙여 발표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미국사의 일부를 주제로 다룸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넘어선 세계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혀 

보도록 한다.
- 학생들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말하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짝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1 (그림 카드 순서 맞추고 이야기 만들기)

2. 말하기

▶ 개요 

▶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1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여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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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로만 구성된 정보가 아니라, 영어로 구성된 정보를 찾도록 유도한다.
평가 
방법/ 
유의
사항

-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여 묻고 답하는 말하기 활동 과정을 평가 하는데 초점을 둔다.
-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여 묻고 답하는 말하기 활동 과정을 담당 교사 앞에서 1분 

정도 평가 받도록 한다.

성취
기준

(10영03-03)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0영03-04)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10영03-05)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취지 
및 
지향점

국제 사회 이해 능력과 문화 및 언어 다양성 이해 능력을 기르며 영어로 읽기, 쓰기 능력의 습득을 통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영어를 활용한 ICT 능력을 계발한다. 

학습 
요소  
기능 
활동

◦ 학습 요소(탐구주제): 일이나 사건의 순서/전후 관계/원인/결과, 필자의 의도/목적, 필자의 심정/태도
◦ 기능: 파악하기, 추론하기
◦ (수업) 활동: 소설에 나타난 캐릭터들의 심정이나 태도 파악하기, 글의 논리적 순서 파악하기, 글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여 응답하기
타교과
관련

[세계사] 미국의 축제

교수
학습 
방법/ 
유의 
사항

- 미국의 축제와 관련된 소설의 일부를 발췌하여 학생들에게 읽을 자료를 제시한다.
- 학생들에게 조용히 읽을 시간을 주고 읽을 때에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의 심정이나 태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 학습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의 심정이나 태도를 써보도록 한다.
- 인물들 중 한명을 골라 그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각 모둠 안에서 그 등장인물의 심정이나 

태도를 그린 그림을 보여 주며 설명하도록 한다.

※ 유의사항
미국사의 일부를 주제로 다룸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넘어선 세계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혀 
보도록 한다. 

평가 
방법/ 
유의
사항

- 소설에 나타난 각 인물의 심정이나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어 읽기 능력을 평가한다.
- 학습지에 학생들이 쓴 인물들의 심정이나 태도를 읽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린 그림을 설명하는 과정은 

말하기 통합 활동으로 평가하지는 않도록 한다.

※ 유의사항
읽기 성취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성취
기준

(10영04-0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세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10영04-0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10영04-0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쓸 수 있다.

취지 및 
지향점

영어 쓰기 활동을 통해 자아 정체성 및 대인 관계 능력을 기르며 영어로 쓰기, 말하기 능력의 습득을 통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영어를 활용한 ICT 능력을 계발한다. 

학습 
요소
기능
활동

◦ 학습 요소(탐구주제): 의견, 감정, 그림, 사진, 도표, 경험, 계획, 주제, 요지
◦ 기능: 표현하기, 설명하기
◦ (수업) 활동: 이야기를 듣고 세부 정보로 결말 바꾸기, 글을 읽고 주어진 단어를 포함하여 요약하기, 

영화를 보고 리뷰 써보기 

3. 읽기 

▶ 개요

▶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1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의 심정이나 태도 파악하기)

4. 쓰기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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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교과 
관련

[세계사] 미국의 축제

교수
학습 
방법/ 
유의 
사항

- 미국의 축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한다.
- 듣기 활동을 통해 세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학습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들리는 사실을 가능한 

한 많이 기록하도록 한다.
- 듣기 활동이 끝나고 나면 모둠 안에서 학생들 개개인이 적은 세부 내용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유 하도록 한다.
- 교사가 퀴즈를 내고 학생들이 보드에 답을 적어 드는 골든벨 퀴즈 형식의 게임을 진행하여, 듣기 활동 

중 기록한 세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 세부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의 결말을 바꾸어 써보도록 하고 발표를 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미국사의 일부를 주제로 다룸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넘어선 세계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혀 

보도록 한다.
 쓰기 활동 시에 ‘영어’의 기본 어휘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며 간단한 언어 형식을 사용하여 쓸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방법/ 
유의
사항

 세부 정보를 기록해 쓴 개인별 학습지를 통해 성취기준에 의거한 평가를 하도록 한다.
 결말 바꾸어 쓴 글을 통해 서도 세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썼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1 (이야기를 듣고 세부 정보로 결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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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Literacy and English Education: 

Research Trend and Future Directions

Seonmin Huh (Woosong University)

I.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review previous research on critical 
literacy in international as well as in Korean contexts and to understand how 
critical literacy was conceptualized and what implications were suggested in major 
journals.

Critical literacy has multiple layers of meanings and has been extensively discussed by 
many researchers. For example, critical literacy is about what people associate the 
skills with the values on different acts and their connected ideologies (Van Sluys, 
Lewison, & Flint, 2006), conceptualizing critical literacy as focusing on analysis of 
values and broader ideological acts of engaging with reading and writing skills. 
Luke and Freebody (1997) described critical literacy as considering alternative 
reading positions and articulating ideological construction of the texts with great 
emphasis on balancing traditional skills-based instruction with critical literacy 
approach (See Luke & Freebody, 1990 for four resources model). More broadly, 
Edelsky (1999) focused on engaging the tensions of competing voices in any types 
of multimodal literacy practices, while Green (2001) extended critical literacy as 
critiquing our everyday issues with literacy skills. Green (2001) and other 
researchers working in her traditional of critical literacy associate critical literacy 
skills as not just language skills but as everyday ways of being as critically literate 
persons. Based upon Lankshear’s (1994) summary, we define critical literacy in the 
following ways: 1) as a general attitude toward literacy; 2) as particular ways to 
engage with texts; 3) into a manner of participating in the world involving literacy. 
I use this framework to analyze different research papers in terms of the 
conceptions of critical literacy.

Ⅱ. International Research on Critical Literacy

As the first step, I selected three major American publications to grasp what 
conceptions of critical literacy have been prevalent and researched much. I chose 
TESOL Quarterly, Reading Research Quarterly, and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and went through the studies about critical literacy from 2015 to 2000. 
The brief summary of each publication’s research trend was present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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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OL Quarterly 
1. Connecting to language development/ L1 vs L2 use
2. Nonnative teachers
3. Bringing in marginalized perspectives (gender, immigrant ESL youth)
4. Hybrid discours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1. Literacy education from active interpretation toward more emancipatory 

meaning-making
2. Analyzing organic translocal discourses to see how power interplays with literature 

discussion (graffiti, biliteracy) >>Community-based research
3. Bringing in marginalized perspectives (LGBT, race, gender,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1. Teacher education
2. Human Rights vs C.L./ Ethical Responsibilities
3. Social Action (Community-based, Media) 
4. Bringing in marginalized perspectives (black adolescents, adult refugees, 

nonmainstream students, urban youths, EFL, African Americans, low-achieving 
readers, homeless)

5. Theoretical basis for C. L./ Teaching Practices

National Assembly Library
1. Students’ language development and its connection to C. L.
2. Bringing in marginalized perspectives (gender representation)
3. Students’ reactions to C.L. Approach/ C. L. Intervention

DBpia
1. Multicultural Education vs. C. L. approach
2. Connecting to Functional Literacy with C. L. (Possibility of bringing in C. L. in Korean 

contexts)
3. Theoretical Analysis + Model of C. L. in Korea

Table 1. Three Major Journals’ Published Trend on Critical Literacy

Table 1 shows that all the journals included ‘bringing in marginalized 
perspectives,’ emphasizing balanced representation of different ideologies and 
empowering the marginalized cultural groups. Another common trend gets at 
complicating either classroom or outside classroom discourse through explicit 
pedagogy of critical literacy or critical consciousness approach. Rich discussions 
have been included the notion of critical literacy as a general attitude toward 
literacy and participating in the world with social injustice involving literacy. 

III. Korean Research on Critical Literacy

On the other hand, I begin to look through the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using multiple major search engines, National assembly library, 
DBpia, and KISS and will continue to review more articles and dissertations. As of 
now, Table 2 summarizes Korean research on critical literacy: 

Table 2. Two Major Journals’ Published Trend on Critical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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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focused a lot on linguistic skills and 
critical literacy was an addition to traditional reading and writing instructions of 
skills-based functional approach, such as superficial comprehension skills, different 
reading strategy instructions and summarizing the main ideas. Korean researchers 
seem to look for a space for critical literacy when there is traditionally not enough 
place for critical literacy in Korean English educational settings. Different from 
American body of research, critical literacy was mainly defined as particular ways 
to engage with texts. 

IV. Future Directions of Critical Literacy Research

Overall, while American research on critical literacy defined critical literacy as 
more as general skills to critique the world and as strong tools to engage in social 
actions and community-based projects through critical awareness and use of 
critical reflection with literacy skills. On the other hand, Korean research only 
focused on critical literacy as something that belongs to particular ways to engage 
with written texts and tries to visualize its effectiveness in students’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All three definitions of critical literacy needs to be 
investigated and pursued more balanced manners from differ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journals. 

At the same time, Korean researchers should be aware that critical literacy is 
more than linguistic skills and can be broadly researched as tools for engaging 
with the world through different types of social actions or community projects. 
Critical literacy research does not have to be only about social actions, but more 
research is needed to report on ethnographic approach to understand people’s 
perceptions on critical literacy skills, emerging world views about English critical 
literacy practices, and English language users’ experiences with critical literacy, 
etc. More topics with diverse research methodologies would enrich our 
understanding of critical literacy in Korean contexts. Educational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is presentation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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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Language Awareness (CLA)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Jeong-Ah Lee (DGIST)

I. Overview of the Presentation1 

This presentation examines the notion of critical language awareness (CLA, 
hereafter) and its application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FL setting. To this end, it first discusses what CLA is and its 
features through a comparison with a non-critical (more linguistics oriented) 
language awareness approach. It then moves on a brief review of literature on the 
pedagogical applications of CLA i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followed by the 
application (possibilities) in the EFL setting. To make the case, the presentation 
incorporates a variety of pedagogical examples relevant to CLA from both existing 
research and the presenter’s teaching experience. 

Ⅱ. What is CLA?

1. Development of CLA

CLA refers to critical awareness of language/discourse (Fairclough, 1999), 
“consciousness of the socially structured and structuring nature of discourse” 
(Clark et al., 1990, p. 46), or “self-consciousness about how people are positioned 
in discourse” (Clark, et al., 1990, p. 46). According to Clark and Ivanic (1999), the 
notion of CLA has stemmed from two movements in the linguistics and language 
education field: Language Awareness (LA) Movement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ovement are presented in below.  

1) LA movement  
 Evolved in the 1960s in Britain; well established by 1987   
 Language itself as object of study (Clark & Ivanic, 1999)

 Explicit teaching about the terms, structures and functions of language 
 Difference betwee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History of language 

1 However, please note that in this short paper, I will only address the notion of CLA and 
its development and what it can do based on an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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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s of the world 
 Linguistic variations 
 Language attitudes

 Descriptive in nature; NON-critical
 S/FL teaching context - Recognition of limitations of hard-core CLT and 

increased interest in explicit teaching about the target language (e.g., 
debate b/w implicit and explicit learning, “focus on form”) 

2) CDA 
 Norman Fairclough’s Language and Power (completed in 1987; published in 

1989)
 Language as a social practice shaping our values, beliefs, and power 

relations AND shaped by them 
 A framework for analyzing specific instances of discourse as shown in 

Figure 1 (Fairclough, 1987). 

Figure 1. Framework of CDA 

The term CLA was coined by a group of scholars at Lancaster University (Norman 
Clough, Marilyn Maertin-Jones, Roz Ivanic, and Romy Clark) and the notion was 
first presented in the British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conference in Sep. 
1987 (later published as Clark et al., 1990/91 in Language and Education). Two 
other important publications in the development of CLA are Fairclough’s (1992) 
Critical Language Awareness and the special issue of Language Awareness 
published in 1999. 

2. Non-critical LA vs. CLA

LA and CLA, as pointed out in Fairclough (1992b), are similar in that both 
camps of thought “use language education as a resource for tackling social 
problems which centre around language” (p. 12). However, they are different in 
many aspects as shown below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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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A vs. CLA

LA CDA
School as apolitical institution School as a socio-political institution

Sociolinguistic order as a given reality;  
‘take-for-grantedness’ 

Sociolinguistic order as a constructed reality; 
“shaped and transformed by relations of 
power and power struggle” (Fairclough, 
1992b, p.15)

Descriptive Explanative

III. What Can CLA Do?  

According to Janks and Ivanic (1992), “CLA can make people conscious of how 
language can be patronizing, demeaning, disrespectful, offensive, exclusive or the 
opposite” (p. 311). In other words, it can help one become aware of how language 
works as a social practice (e.g., how a certain variety of language becomes 
‘standard,’ how a certain group of people dominate interactions, how people can 
be positioned differently by language) and tackle disempowering discourses (and 
lead to emancipatory actions) while exercising their agency. 

The notion of CLA has been implemented in a variety of setting as follows:

 English Language Arts (e.g., Martinez, 2013; McKenzie, 1992; Wilkinson & 
Janks, 1998)

 College Transitional English (e.g., Harklau, 2000; Sanchez & Paulson, 2008)
 College EFL (Huang, 2013; Tanghe, 2014; Wallace, 1992, 1999) 
 Heritage language (Leeman et al., 2011)
 Academic reading and writing (Clark, 1992; Ivanic & Clark, 1999; Ivanic & 

Simpson, 1992; Kramer-Dahl, 2001)
 Teacher education (e.g., Doecke et al., 2004; Janks, 1999)
 Text(book) analysis (e.g., Case et al., 2005; Stamous, 2012;  Talbot, 1992)
 Media production class (e.g., Higgins et al., 2012)

An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on the implementation of CLA also helps to come 
up with methods that are considered promoting CLA. They include: Journal/log 
writing, video production, Critical analysis of text/discourse (using authentic 
materials), use of authentic materials, students as researchers, role play, learner’s 
knowledge as the starting point, process oriented approach, and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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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tering Critical Thinking Skills Through College 

Linguistics Courses
 

Sung-Ho G. Ahn (Hanyang University)

This presentation has basically been motivated by the needs of the times that 
critical literacy is widely required for living well in the 21st century and crucially 
based on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dispositions. Here the presenter will report 
how he has designed an introductory linguistics course for the first-year students 
in college so that it can foster critical thinking skills. His basic approach is to 
implement Golding’s (2011) conception that critical thinking competencies can best 
be developed through thought-provoking questions in a community of inquiry (cf. 
Kuhn (1999) and van Gelder (2005)).

The presenter will be concerned with details of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urse that has been taught in the fall semester of the year of 2005. He will 
report some of what he has found out from analyzing 35 student participants’ first 
reflective journals. Which suggests that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skills in 
colleges crucially involves helping students overcome the so-called “text- 
authoritarianism” and gain confidence in their own thoughts establishing an 
identity of “knowledge producer” (Kim, 2004).

REFERENCES

Golding, C. (2011). Educating for thinking: Thought-encouraging questions in a 
community of inquiry.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30(3), 
357-370.

Kim, Y. M. (2004). Critical reading practice for EFL reader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2), 47-76.

Kuhn, D. (1991). A developmental model of critical thinking. Educational Researcher, 
28(2), 16-26.

van Gelder, T. (2005). Teaching critical thinking: Some lessons from cognitive 
science. College Teaching, 53(1), 41-46.

 



- 61 -

Media Literacy as a Third Space: Emancipating and 

Empowering North Korean Refugee Youths in South Korea

장은영 (경희대학교)

I. Introduction

Refugee children experience a “culmination of loss, trauma, and change” (Rutter, 
1994, p.89). In this presentation, we suggest media literacy education as a 
promising alternative to address the multiple dimensions of tension and challenges 
experienced by the North Korean (NK) refugee adolescents living in South Korea 
(SK). The purposes of the study is to 1) showcase curricular and pedagogical 
practices of media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 youths resettled in South 
Korea, 2) investigate the impacts of the media education program on their identity 
construction, and 3) evaluate its implementation for future improvement. Situating 
a media education project (i.e., WHY.M.E.) as a ‘third space’ (Bhabha, 1994) 
wherein NK refugee youths can be empowered and emancipated, we examine in 
what ways NK teenagers come to construct a sense of self and others while 
participating in a variety of media literacy activities. 

II. Overview of the Study

1. Perspectives

To cultivate media literacy is critical for the NK youths, not only to experience 
and understand South Korean society, but also to have access to and be engaged 
in this new society. Nevertheless, media education has not received sufficient 
attention, leaving North Korean (NK) refugee youths, who presumably had limited 
access to digital tools and popular culture, feeling distant and incompetent when 
interacting with their South Korean peers. The New London Group has pointed out 
earlier that schools should re-conceptualize the meaning of literacy because there 
are numerous ways of reading and writing ideas beyond print literacy in the era of 
media, technology, and globalization. The Third Space theory developed by Homi 
Bhabha (1994) also provides a useful conceptual framework for explaining how two 
different cultural practices (e.g., youth culture vs. school literacy) could co-exist 
productively without being pressured by the norm-based ‘cultural diversity’ 
approach. Situated in post-structuralist and postcolonial discourses, the notion of 
third space refers to a metaphor for a space in which two cultures meet; however, 



- 62 -

the thirdness represents neither the first nor the second but a newly created 
in-between, hybrid space. 

2. Methods and Data Source

Framed within the qualitative research paradigm, this year-long action study was 
initiated by designing and implementing the WHY.M.E. project as an extracurricular 
course in an alternative school for NK youths. This program was to help NK 
youths cultivate media literacy―a repertoire of competencies to access, analyze, 
evaluate, and create media in a variety of forms (Choudhury & Share, 2012). Data 
sources included observation field notes, interviews, audio/video recordings of the 
major class activities, and the student-generated media products. The collected 
multi-modal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matic analysis while focusing on 
discursive construction of identities.

3. Findings and Discussion

One overarching finding of this study was the critical role of the media literacy 
project, which served as a ‘safe house’ for NK refugee youths who might suffer 
from their stigmatized status in South Korea. Through participating in project 
activities such as storytelling, peer interviewing, and collaborative filming, the NK 
students were able to situate themselves within their own stories: reconcile their 
past, encounter their present, and aspire to their future with much less anxiety 
and insecurity. In this study, NK refugee youths themselves became both 
producers and subjects of media production while becoming to realize and reflect 
on ‘who I am’ during their engagement. The aphoristic and metaphorical phrases 
regarding ‘camera,’ ‘media education course,’ and ‘self’ created by the NK 
students reflected deep-rooted and re-pictured ideas about themselves and their 
future. 

III. Significance of the Study

  Media plays a powerful role in creating and spreading representations of 
dominant narratives. In SK, NK refugees, just as other refugees in the world, have 
been mostly the subjects portrayed and edited by non-refugee media producers. 
This study draws attention to media literacy as a critical tool for empowering and 
emancipating NK refugee youths. All possible life- or death crises and confusions 
through their journeys had destructive effects over their identity development 
(Hope, 2008; McBrien, 2013). In this circumstance, Why. M.E. was meaningful and 
useful in that this action research provided a digital space where the North 
Korean adolescents’ ideas and emotions were expressed, their stories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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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ir futures dreamed and pursued. Media literacy education served as a third 
space where “all forms of culture are continually in a process of hybridity” 
(Rutherford, 1990,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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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Students Educational system CLT

deficiency in spoken 
English

low English 
proficiency

large classes inadequate account 
of EFL teaching

deficiency in 
strategic and 
sociolinguistic 
competence

lack of motivation 
for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grammar-based 
examinations

lack of effective and 
efficient assessment 
instruments

The End of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 

A Context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Jeongwan Lim (Daegu University)

* This is a summary of the article by S. Bax (2003).

I. Introductio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 has served the language teaching 
profession well for many years. One of the reasons for its popularity—as described 
succinctly by Mitchell (1994), for example—was its function as a corrective to 
perceived shortcomings with other approaches and methods, such as 
Grammar-Translation and the Direct Method. While it has to some extent achieved 
that aim, ‘traditional’ methods still prevail in many parts of the world, and the 
benefits of an emphasis on communication are widely accepted in principle by 
professionals everywhere.

This article will argue, however, that although it has served a useful function in 
the profession, particularly as a corrective to shortcomings in previous 
methodologies, CLT is now having a negative effect, and needs to be replaced as 
our main focus. Bax argues that CLT has always neglected one key aspect of 
language teaching—namely the context in which it takes place—and that the 
consequences of this are serious, to the extent that we need to demote CLT as our 
main paradigm, and adopt something more similar to what he terms a Context 
Approach.

II. The Limitations of CLT

Li (1998)’s study listed Korean teachers’ perceived difficulties in introducing the 
communicative approach in Korea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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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T approach Context approach
CLT is the complete answer. We must consider the whole context.
If we don’t have CLT, then we can’t learn 
a language.

Methodology (including CLT) is just one 
factor in learning a language.

No other factors count in learning a 
language – only teaching methodology.

Other factors may be more important.

If we don’t have CLT, then you are 
backward.

Other methods and approaches may be 
equally valid.

lack of training in 
CLT

resistance to class 
participation

insufficient funding

few opportunities for 
retraining in CLT

lack of support

Misconceptions 
about CLT
Little time for 
developing materials 
for communicative 
classes

Bax (2003) pointed out that people assume and insist that CLT is the whole and 
complete solution to language learning; assume that no other method could be any 
good; ignore people’s own view of who they are and what they want; neglect and 
ignore all aspects of the local context as being irrelevant (p.278).” 

Nunan (2001) suggested that “the ‘methods’ movement- the search for the one 
best method, would seem to be well and truly dead.”

Littlewood (2014) mentioned that we need ‘creative mixture’ (p.359) of global and 
local elements characterizes the stage that CLT has now reached.

Richards and Rogers (2014) listed criticisms of CLT as follows. Firstly, it 
promotes fossilization as it over emphasizes on communication in language 
teaching at the expense of accuracy. Secondly, it reflects “native-speakerism 
(p.104)” as Holliday (1994) argued. Thirdly, it is not applicable in different cultures 
of learning. Finally, it reflects a Western-based top down approach to innovation.

III. Towards a Context Approach

To show this more clearly, let us set out the CLT attitude in contrast with 
Approach what Bax will call the Context Approach. This approach disagrees 
fundamentally with the CLT attitude by arguing that methodology is not the magic 
solution,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to learn languages, that the context is 
a crucial determiner of the success or failure of learners. We can show the 
contrast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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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riority: context
Step 1 Teacher will develop analytical tools for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learning 
context.
Step 2 Teacher will analyze the context carefully and systematically as far as possible. 
This includes enhanced awareness of these areas, for example.

Individuals Classroom culture Local culture National culture
Personal differences Group dynamics Regional differences Political context
Learning styles Group motivation Status of teacher 

and students in 
community

Religious context

Learning strategies Classroom 
environment

Attitude and 
behavior of parents

social context

Personal motivation School environment Local environment National 
environment

etc. etc. etc. etc.
adapted from Holliday (1994)

The above analysis would always have priority over the next two areas:
Second (or third) priority: teaching approach This may involve decisions related to 
methodological aims and means, including decisions relating to: syllabus, classroom 
seating, materials, methods, student groupings, etc.
Second (or third) priority: language focus This will involve decisions related to the 
aspects of language to be focused on, such as lexis, for example, or phonology, or 
grammar.

IV. The Context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Priorities and 

Procedures

V. Conclusion

As Bax said above, this proposal is not radically new. Good teachers everywhere 
pay attention to context; good training courses pay attention to context. However, 
the dominance of methodology in general, and CLT in particular, means that their 
attention to context is secondary, and often haphazard. Novice teachers, as we 
have seen, fight against context when they should be working with it.

It is therefore time for the profession to place methodology and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where they belong—in second place—and recognize that the 
learning context, including learner variables, is the key factor in successful 
language learning. How precisely we proceed thereafter will be for the profession 
to discuss and develop. But until we start on that process explicitly and 
deliberately, and admit that CLT needs to be deposed in favour of context, we will 
continue to sell our students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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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Oriented Language Teaching: 
Where Are We Now? Where Do We Go from Here? 

Min-Joo Kim (Daegu University)

* This is a summary of the article by W. T. Littlewood (2012).

I. Introduction

Over the years CLT has led us to address a lot of important issues and opened 
up a lot of opportunities, which we can now take further. This paper aims to take 
stock of this situation by looking at where these 40 years of experience have left 
us and, above all, where we go from here. It does this by asking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1) Where have we come from with CLT?; 2) Where are we now 
with CLT?; and 3) Where do we go from here?

Especially in the last two decades, much discussion about teaching language for 
communication has referred to ‘task-based language teaching’ (TBLT) rather than 
CLT. In this paper, as in, for example, Nunan (2004) and Richards (2005), TBLT is 
viewed as a development within CLT, in which communicative ‘task’ have special 
roles and special prominence as a focus for planning, learning and teaching.  

Ⅱ. Where Have We Come from with CLT?

1. What is CLT?

Harmer (2003) writes that ‘the term [CLT] has always meant a multitude of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and Spada (2007) begins her survey article on 
CLT with the comment that the meaning of CLT ‘seems to depend on whom you 
ask.’

The most common conceptions were that it meant learning to communicate in 
the L2, focusing mainly on speaking and listening, teaching very little grammar 
and spending a lot of time preparing activities. The teachers ‘were rarely guided 
by their conceptions of CLT’ (Sato & Kleinsasser, 1999) and mainly adopted a 
teacher-fronted approach with little interaction amongst students.   

2. CLT’s dual identity

The meaning of CLT has existed in two different versions: a communic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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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on Language and a communicative perspective on learning. The former 
is primarily about what we learn. It proposes that when we learn a language we 
are primarily learning not language structures but language functions (how to ‘do 
things with words’). These communicative functions came to play a central role in 
syllabus design (Wilkins, 1976) and methodology (Widdowson, 1978). 

The latter focused attention on how we learn and especially on our natural 
capacities to ‘acquire’ language (both L1 and L2) simply through communication 
and without the direct help of a teacher. These ideas were embodied in proposals 
such as Krashen and Terrell’s (1983) ‘natural approach,’ which was based on the 
belief that only natural acquisition processes can lead to effective language 
learning. Both versions require the teacher to be a creator and organizer of 
communicative activities ― a requirement that presents new roles for teachers and 
learners in traditional classrooms. 

3. CLT in the classroom

Some of the challenges which the change to a communication-oriented approach 
has presented to teachers in traditional classrooms are summarized by Wang 
(2007). Within a short period, teachers have been expected to develop new 
practical skills for classroom teaching, change how they evaluate students, develop 
the ability to adapt textbooks, use modern technology and improve their own 
language proficiency. Toe implement these new practice demands, they have had 
to make major changes in attitude and approach: to change their conception of 
their own role from that of a transmitter of knowledge to that of a multi-role 
educator, and to change their conception of language learning from one based on 
knowledge acquisition to one based on the holistic development of competence.

III. Where Are We Now with CLT?

Hiep (2007) believes that teachers in many parts of the world reject ‘CLT 
techniques transferred from the West’ and Hu (2005) also advises that we should 
not try to impose CLT on teachers but should ‘encourage them to adopt an 
eclectic approach... to meet the demands of their specific teaching situation.’ 
Harmers (2007) adopts a similarly broad perspective when he suggest that CLT now 
functions as ‘a generalized “umbrella” term to describe learning sequences which 
aim to improve the students’ ability to communicate’ in contrast to ‘teaching 
which is aimed more at learning bits of language just because they exist ― without 
focusing on their use i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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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Where do We Go from Here?

From a logical perspective there would appear to be four main strategies for 
language teachers to adopt. One approach is to simply aim to adopt CLT as 
faithfully as possible in whatever form is advocate by the local educational policy. 
The second is to retain CLT as a reference framework but adapt it as appropriate 
to suit specific contexts. In the third approach, teachers may retain their 
traditional approach as a pedagogical framework but integrate elements of CLT 
into it. Finally, teachers may break free altogether from concepts such as 
‘traditional’ and ‘CLT.’ CLT now functions mainly as an “umbrella” term for 
learning sequences that lead towards communication (Harmer, 2007) and that what 
is now essential is not any specific set of ideas and techniques but ‘the spirit of 
CLT’ (Hiep, 2007). 

V. Communication-Oriented Language Teaching (COLT): Some Issues 
and Challenges for its Future

In this section I will suggest five areas in which research and exploration may 
contribute in important ways to developing firmer foundations for COLT. The first 
area is exploring principles for ‘postmethod’ pedagogy. In the current ‘postmethod’ 
era (Kumaravadivelu, 2006), in which no unified method provides principles to 
guide this selection, what principles should guide it? One approach to this question 
is to start from experienced teachers’ ‘sense of plausibility’ and develop a 
‘teacher-generated theory of classroom practice’ (Senior, 2006). Breen et al. (2001) 
followed this approach when they worked from 18 teachers’ accounts of their own 
practices and their reasons for adopting them. They found reasonable consensus 
on ‘a dozen’ principles, such as taking accoun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making it easier for students to remember what is taught. 

The second area is exploring ways of linking practice with theory and research. 
Every teacher is the best expert in his or her own situation but can draw insights 
from others (theorists as well as teachers) and test them in this situation. Akbari 
(2008)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ridging this gap between the ‘community of 
practice’ of language teachers and the ‘academic discourse community’ of theorists 
and researchers. 

The fourth area is exploring optimal combinations of analytic and experiential 
strategies. For Norris (2009), a major contribution of task-based language teaching 
is that it can consolidate analytic ideas from a ‘focus on forms methodology’ and 
experiential ideas from a ‘focus on meaning methodology’ into an ‘integrated 
approach.’ The last area is exploring ways to deepen and personalize the content 
of L2 communication in the classroom. Hanauer (2012) is an eloquent advocate of 
the need to put the ‘living, thinking, experiencing and feeling person at th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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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language learning process’ and ‘make language learning a personally 
contextualized, meaningful activity for the learner.’ 

VI. Conclusion 

In its early days, CLT was perceived (and marketed) by many as a new and 
unquestionable orthodoxy. Bax (2003) writes of what he sees as the ‘CLT attitude’ 
that accompanied this endeavor: ‘assume and insist that CLT is the whole and 
complete solution to language learning; assume that no other method could be any 
good; ignore people’s own view of who they are and what they want; neglect and 
ignore all aspects of the local context as being irrelevant.’ Schuerkens (2004) 
described that with the increase of cultural self-confidence across the world, these 
centre-to-periphery conceptions of globalization and modernization have been 
overtaken by ones in which all participants have a voice: ‘inflowing cultural forms 
and meaning’ combine with ‘existing local form and meaning.’ The need to support 
this ‘creative mixture’ of global and local elements characterizes the stage that 
CLT (or COLT) has now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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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ing the Traditional/Communicative Dichotomy

이성원 (경상대학교)

* This is a summary of the article by M. Beaumont and K.-S. Chang (2011). 

I. Opinions on CLT are Polarized

In this article, Beaumont and Chang begin by discussing the appropriateness of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n Confucian heritage cultures (CHCs). They 
introduce the opinion exchange on the issue between Liao (2004) and Hu (2005), 
which shows that the gap has not been narrowed especially for the scholars and 
teachers from CHCs.

Liao believes that CLT is best for China and argues that the teachers will return 
to the traditional way of teaching, if they are not required to teach English 
communicatively. On the contrary, Hu describes Liao’s position untenable and 
argues that his assumption is problematic for three reasons. Firstly, a single 
methodological solution cannot produce the required results in a complex human 
activity like teaching. Secondly, teachers may resist to imported methodologies. 
Thirdly, Liao’s belief ignores the gap between policy rhetoric on CLT and 
classroom realities. 

Ⅱ. The Definition of CLT is Problematic

Beaumont and Chang say that we need to explore the term CLT in the relevant 
discourse since there are problems in the definition of CLT. To support their 
suggestion, Beaumont and Chang introduce Hu’s interpretation of CLT, which 
contrasts more active role for learners in CLT with the ‘largely passive role 
students assume as receivers of knowledge and performers of teacher directions in 
traditional approach.’ Beaumont and Chang also say that Hiep (2007)’s definition 
on CLT illustrates one of the key problems with the concept. Hiep collocates 
‘communicative’ with quite a few terms such as ‘techniques,’ ‘competence,’ 
‘classroom,’ ‘curriculum,’ and several others while the collocations with 
‘traditional’ are less varied.

Other than the problems in defining and using the term communicative and 
traditional, Beaumont and Chang point out that recent literature from the CHC 
context continues to reinforce the traditional/communicative dichotomy and CLT is 
seen as problematic in CHCs. Beaumont and Chang suggest that we need to 
categorize the problems and constraints into two categories: practical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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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ng essentially to classroom level factors; and sociocultural constraints, 
originating in shared understandings of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the roles of 
teacher and learners within it. 

Ⅲ. The Power of Tradition

1. Conflict between the Confucianism and CLT

Beaumont and Chang list many practical constraints that stand in the way of the 
introduction of more communicative approaches in CHCs. They believe, however, 
much more significant factor is the conflict between the Confucianism and the 
tenets of CLT (Hu, 2002). 

 deep commitment and sustained effort vs. trivial and light hearted activities
 social responsibility and collective norms vs. individuality 
 gradual and painstaking process of accumulating knowledge vs. meeting short 

term needs
 maintenance of hierarchical and harmonious relationship vs. learner-centered 

more egalitarian relationship
 effort and perseverance vs. intelligence and aptitude

2. Question the dichotomy 

The important question Beaumont and Chang ask is whether education is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or acquisition of skills?
  

Ⅳ. We Need to Abandon the Dichotomy

The final point Beaumont and Chang emphasize is that we need to abandon the 
dichotomy for two reasons. The first is that teachers have quite different 
perceptions of what constitute the ‘traditional’ and the ‘communicative.’ The 
second reason for abandoning the distinction is that a practical teaching activity is 
only ‘traditional’ or ‘communicative’ by virtue of being labelled as such. They 
believe that we need to define activities in terms of the learning outcomes learners 
achieved rather than simply ‘traditional’ or ‘communicative.’ 

As to the sociocultural dimension, Beaumont and Chang believe that it might just 
be that the Confucian heritage is no more a constraint on educational innovation 
than persistent traditions in other cultures. They argue that we need to stop 
viewing educational cultures, teaching approaches, and teaching activities as p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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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tes of each other and rather help teachers to define more precisely what it 
is they are doing in the classroom, and how and why they can then make changes 
that will move their practice forward. 

In closing, Beaumont and Chang say that indigenous practices do not seem to be 
incompatible with those perceive as being im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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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Always More Difficult than You Plan and Imagine’: 

Teachers’ Perceived Difficulties in Introducing 

the Communicative Approach in South Korea

Suyeon Kim (Anyang University)

* This is a summary of the article by D. Li (1998).

I. Introduction

Attempts to introduce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 into EFL contexts 
on EFL countries’ own initiatives have prompted many innovations in L2 education. 
In general, such innovations have had a low rate of success and implementing 
CLT worldwide has often proved difficult. Despite that, many EFL countries are still 
striving to introduce CLT in the hope that it will improve English teaching there. 
Why has CLT been so difficult to implement in Korean EFL classrooms? To answer 
this question, Korean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f the feasibility of a CLT 
innovation is examined through a case study.

Ⅱ. CLT

1. One definition

CLT starts with a theory of language as a communication, and its goal is to 
develop learners’ communicative competence. Canale and Swain (1980) define 
communicative competence as four dimensions: grammatical, sociolinguistic, 
discourse, and strategic competence. Larsen-Freeman (1986) identified the most 
critical characteristic of CLT as “almost everything that is done is done with a 
communicative intent” (p. 132). Thus, CLT is characterized as follows: 

1. a focus on communicative functions
2. a focus on meaningful tasks rather than on language per se (e.g., grammar  

or vocabulary study)
3. efforts to make tasks and language relevant to a target group of learners 

through an analysis of genuine, realistic situations
4. the use of authentic, from-life materials
5. the use of group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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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attempt to create a secure, non-threatening atmosphere

III. The Study

1. Background: CLT in South Korea

South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recently published a series of new policies 
regarding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 attempting to make Korean people 
prepared to communicate in English. The government decided to introduce CLT 
into English teaching at the secondary school level, realizing that “the grammatical 
syllabus does not help much to develop learners’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Ministry of Education published The Sixth National Curriculum for Middle Schools 
(Grades 7-9) and The Sixth National Curriculum for High Schools (Grades 10-12).  
A question aries “will the shift in the government’s policy result in an 
improvement of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2. Survey

In summer 1995,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8 South Korean 
secondary school EFL teachers studying at a Canadian university. 10 of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to explore further the teachers’ background, their 
understanding of English teaching in South Korea, and their difficulties in using 
CLT. 

IV. Results

1. Reported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CLT

Teacher
- deficiency in spoken English
- deficiency in strategic and sociolinguistic competence
- lack of training in CLT
- few opportunities for retraining in CLT
- Misconceptions about CLT
- Little time for developing materials for communicative classes

Students
- low English proficiency
- lack of motivation for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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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stance to class participation

Educational system
- large classes
- grammar-based examinations
- insufficient funding
- lack of support

CLT
- inadequate account of EFL teaching
- lack of effective and efficient assessment instruments

V. Implications

1. Educational values and attitudes

The fundamental approach of text-centered and grammar-centered practices in 
Korea needs to change because that approach does not provide a basis for the 
student-centered, fluency-focused, and problem-solving activities required by CLT. 
In addition, rather than simply jumping onto the CLT bandwagon by mandating its 
use, the government and EFL teachers of South Korea and other EFL countries 
should carefully study their TEFL situations and decide how CLT can best serve 
their needs and interests.

2. Reading

Because the main purpose of learning English for many people in South Korea, 
teachers might introduce some ideas from CLT, such as extensive reading and 
reading for meaning.

3. Oral skills

Because the demand for people who can communicate orally in English has 
increased as the result of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ization, English classes 
should include listening and speaking activities. teachers must be aware of the 
shift in societal needs and makes conscious and persistent efforts to introduce 
more CLT into English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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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mmar

CLT does not exclude the teaching of grammar. hence, teachers must be wary of 
making grammar the end of their teaching, considering alternatives to traditional 
grammar instruction, such as grammar-consciousness-raising tasks. 

5. Students’ attitudes

Teachers will need to consciously reorient students to the basic function of the 
classroom, the role of the student and the nature of language. 

VI. Conclusion

In any attempt to improve education, teachers are central to long-lasting 
changes. How teachers as the end users of an innovation perceive its feasibility is 
a crucial factor in the ultimate success or failure of tha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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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식별 과제와 받아쓰기를 활용한 읽기·쓰기 역량 강화 지도: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장안숙 (국원초등학교), 김주원 (여흥초등학교)

Ⅰ. 들어가며

기존의 6,7차 교육과정에서 읽기와 쓰기가 4학년과 5학년에 차등 도입된 반면, 2008,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영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자 언어 도입시기가 
3학년으로 앞당겨졌고 시수가 증가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Hinkel(2006)은 25년간 
영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언어의 4가지 기능에 관한 변화의 특징으로 네 가지 중 하나로 
‘통합적 언어기술 교수의 적용’을 언급한 바 있으며, 언어 기능들을 독립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음성언어 기능과 문자언어 기능이 연관된 활동들로 이루어진 수업이 학습효과가 
크다고 보았다(McDonough & Shaw, 1993; Richards et al., 1985). 그러나 문자 언어에 
대한 학습 시간의 증가와 4기능 학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읽기, 쓰기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많은 연구들이 2009 개정 초등학교 
영어과 5종 검정교과서의 문자 영역을 보충,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옥비, 
2011; 김재혁, 2013; 김혜련, 2014; 유지애, 2014; 유지애, 김혜련, 2014; 최희경,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초등학교 4학년 학습자의 효율적인 언어 발달을 위해, 그 하나의 
대안으로 단어 식별 과제를 활용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순차적 기능 통합을 실시하고, 
현 검정 교과서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소리와 철자의 관계 학습이 단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읽기 지도 모형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읽기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문자언어에 의사소통 능력의 기본이 되는 듣기를 보다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듣기,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 주는 받아쓰기(고경석, 2003; 김부자, 2001; 
Gunning, 2008; Postovsky, 1975)를 활용하여 ‘받아쓰기 중심 기능 통합 수업’을 구안 및 
적용하여 쓰기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읽기·쓰기 역량 강화 지도

1. 단어 식별 과제를 활용한 읽기 역량 강화 지도

가. 연구 대상 및 연구 도구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북 충주시 소재의 초등학교 4학년 2개 학급 50명을 

비교반 없이 선정하여 1학기 동안 주당 2시간의 정규 수업 시간에 단어 식별 과제를 활용한 
차시별 읽기 수업 모형에 따른 수업을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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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업 집단을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읽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에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단어 식별 과제를 활용한 읽기 지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읽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 결과 분석은 p < .05(유의수준)과 대응 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영역 검사 도구는 2009 개정 초등영어 교육과정의 읽기 성취기준을 준수하여 
사전·사후 동일한 형태로 문항 순서나 번호만 다르게 배열하여 D교과서의 4학년 1학기 
내용으로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정의적 영역 검사 도구는 이재근과 정은숙(2006)이 개발한 정의적 영역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영어와 영어 읽기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을 Likert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나. 단어 식별 과제 지도 요소

다음 표 1은 4학년 1학기 단어 식별 과제에 사용된 음가와 목표 단어이다. 해당 수업 
교과서의 4학년 1학기 지도 내용으로 각 단원의 파닉스와 3차시 목표단어인 낱말 읽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4학년의 단어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4학년 1학기 
지도 음가와 3학년 2학기에 배운 음가를 활용하였고 단어 식별 과제는 워크시트로 
제작하였다.

표 1. 단어 식별 지도 요소 

단원 사용 음가 지도 단어
1 a[æ]

c, d, g, h, m, s, t, v 
cat, ham, sad, jam, morning, afternoon, evening, 
night, fine, great, not so good

2 e[e]
 d, f, t, n, p, g, r

ten, pen, red, egg, grandfather, grandmother, 
father, mother, brother, sister

3 i[i]
b, g, h, k, l, p, s

big, sit, six, sick, breakfast, lunch, dinner, school, 
homework, bed

4 o[ɔ]
b, d, f, h, l, m, t

doll, box, mom, hot, head, shoulder, arm, hand, 
leg, foot

5 u[Λ]
b, c, f, j, n, p, r, s 

cup, run, bus, jump, umbrella, watch, cap, fan, 
shoe, bag

6 d, g, k, l, m, n, r, t leg, lemon, red, robot, doctor, teacher, cook, 
dancer, singer, police officer

다. 단어 식별 과제 읽기 단계 모형

단어 식별 과제를 활용한 읽기 지도 절차는 ‘준비-제시-연습-적용’의 틀에 Russell(1961)의 
읽기 지도 단계와 Smith(2004)의 세 가지 단어 식별 분류를 기초로 다음 그림 1과 같이 지도 
단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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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재구성 단계          차시별 지도 절차 및 방법
1 준비 단계

소리와 단어의미 연결하기
① 학습자들이 그림 보며 뜻을 추측한다.
② 그림 보면서 들으며 소리와 의미를 연결한다
③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소리 내어 읽어본다
④ 1,2 차시 음성 위주의 문맥 속에서 강화한다.

2 제시 단계
소리와 단어형태 연결하기

① 단어를 제시한다.
② 학습자들이 단어를 보면서 듣고 따라 읽어본다.
③ 단어를 세 번 큰 소리로 읽고 뜻을 적어 본다.
④ 전체·모둠·개인 읽기 등을 통해 읽어본다..

3 연습 단계
소리와 철자
관계 이해하기  

① 교사가 단어의 개별 철자를 하나씩 읽어본다.
② 학습자들과 단어의 개별 철자를 바꿔서 읽어본다.
③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게 읽어본다.
④ 교사가 단어를 철자 뭉치(두음, 각운, 음절)로 읽어본다.
⑤ 학습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단어를 한번 더 읽어본다.
⑥ 단어를 소리 내어 읽고 짝과 확인한다.
⑦ 빨리 끝난 학생은 심화 활동을 한다.

4 적용 단계
문맥을 활용한 단어 식별 
활동

① 문자 위주의 문맥 속에서 읽어 본다. 
② 무슨 내용인지 말하거나 해석해 본다.
③ 마지막 이야기 창작하여 만들어 보고 발표한다.
④ 다시 읽고 확인 학습지의 질문에 답한다.

그림 1. 단어 식별 과제 읽기 단계 모형

단계 활동 내용 Russell의
읽기 단계

Smith의
단어식별 분류 

준비 소리와 단어 의미 연결하기 감지 whole word 
identification

제시 소리와 단어 형태 연결하기 지각 whole word 
identification

연습 소리와 철자의 관계
이해하기 이해

letter-by letter & 
cluster of letter
identification

적용 문맥을 활용한 
단어 식별 읽기 사용 whole word 

identification

1차시는 소리(sound)와 단어의미(meaning)의 연결 활동으로 구성하여 즉각적 단어 식별 
방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 구성하였다. 실질적인 문자 노출은 2~4차시에 점진적으로 기능 
통합(2차시: 말하기+읽기, 3~4차시: 4기능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차시 중 1~2차시는 
복습과 정리 단계 5~10분을 활용하였고 3, 4 전개 단계 활동으로 10~20분을 활용하였다.

라. 차시별 지도 절차 및 방법

단어 식별 과제를 활용한 차시별 지도 절차 및 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차시별 지도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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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 결과

1) 읽기 능력 사전·사후 결과 변화
읽기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변화를 살펴보면 t(50) = -9.091, p < .05로 성적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표 3. 전체 집단의 읽기 능력 사전·사후 결과 (n = 50)

구분 평균
(40점 만점) 표준편차 t df p

사전 평가 29.00 9.56 -9.091 49 .00
사후 평가 36.36 5.57

   

상위 집단의 경우, 사전 평가의 높은 점수로 인해 천장 효과(ceiling effect)를 보여주어, 
평균 점수의 폭이 작았지만, 중위집단과 하위 집단 학습자들은 사전·사후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정의적 영역 사전·사후 결과 변화
정의적 영역 전체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을 살펴보면 t(50) = -8.324, 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도와 자신감 영역 모두에서도 p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표 4. 전체 집단의 정의적 영역 사전·사후 결과 (n = 50)

구분 종류 평균
(5점 만점)

표준
편차 t df p

흥미도 사전 3.91 0.95 -3.518 49 .00
사후 4.17 0.77

자신감 사전 3.53 1.05 -6.439 49 .00
사후 3.99 0.92

전체 사전 3.71 0.95 -8.324 49 .00
사후 4.08 0.79

   

하위 집단에서는 흥미도와 자신감이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상위 집단에서는 흥미도가, 중위 집단에서는 자신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받아쓰기 중심 기능 통합 수업 쓰기 역량 강화 지도

가. 이론적 고찰

언어 기능의 통합이란 언어 기능을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로 구분하지 않고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활동을 통하여 지도하는 영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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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Richards et al., 1985). 그러나 언어 기능을 통합한다고 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기능을 똑같이 나누어서 가르쳐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언어 기능 통합 
교육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강조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면서 다른 기능도 부분적으로 함께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부경순, 1999).

한편, 받아쓰기란 교사가 제공하는 발화문을 학습자가 들으면서 청각 심상을 통하여 개념을 
구상하고 머리에 심리적 영상을 그린 다음, 문자 심상을 통해 글로 옮겨쓰는 활동(Oller, 
1972)으로, 귀로 들은 말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Morris, 1975). 
Morris(1983)와 Oller(1983)는 받아쓰기를 통해 학생들의 음운적 단위들을 식별하는 능력, 
문법적으로나 의미상으로 뜻을 형성하는 단어와 구의 경계를 구분하여 의미 단위를 결정하는 
능력, 분석된 의미 단위를 철자로 바르게 표현하는 능력 등이 길러진다며, 받아쓰기가 언어 
능력의 통합적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Rivers(1981)는 
배운 내용을 받아쓰기를 통해 확인해 보는 작업은 구어의 입력을 공고히 하며 쓰기 능력 
신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받아쓰기는 청취, 이해, 읽기, 쓰기가 모두 내포된 과정이므로 언어 능력을 
통합시키는 데 적극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유의미한 쓰기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쓰기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받아쓰기 중심 기능 통합 수업의 설계 및 적용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여주시 Y초등학교 4학년 2학급 48명으로, 비교반 없이 

연구반만 구성하였으며, 사전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알파벳 인식, 파닉스 인식, 쓰기 능력 등을 
바탕으로 쓰기 능숙도에 따라 상위(16명), 중위(17명), 하위(15명)의 세 개로 편성하였다. 

2) 연구의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의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다. 18주의 현장 연구 수업 중 

래포(rapport) 형성 기간 및 평가 기간을 제외한 14주 동안 4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6개 
단원의 연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설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 설계

G : X1   ----------------▶   X2
  T

G: 연구반
X1: 사전 검사(영어 쓰기 능력 평가지, 정의적 영역 검사지)
T: 받아쓰기 중심 기능 통합 수업 운영(수업 만족도 설문지, 학습자 면담)
X2: 사후 검사(영어 쓰기 능력 평가지, 정의적 영역 검사지)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교사 및 학습자 대상 현장 실태 조사와 교육과정 분석 등을 바탕으로 받아쓰기 

중심 기능 통합 수업을 구안하였으며, 사전·사후 인지 및 정의적 영역 평가 도구를 통하여 
학습자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양적 연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도 .05 
수준에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도구 및 자료의 처리 방법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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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영역 연구도구 적용 단계 자료처리
현장 실태 
조사 자료

교사 실태 및 
요구조사

교사 대상 실태 
조사 설문지

사전 조사 및 분석 단계 빈도 분석
질적 분석

학습자 실태 및 
요구조사

학습 실태 조사 
설문지

사전 조사 및 분석 단계 빈도 분석
질적 분석

학습자의 
변화 측정 
도구

학습자 인지적 
영역

쓰기 능력 평가지 설계 및 개발 단계 대응표본 
t-검정

정의적 
영역

정의적 영역 
검사지

설계 및 개발 단계 대응표본 
t-검정 

수업 만족도 
설문지

설계 및 개발 단계 빈도분석
질적분석

학습자 면담 설계 및 개발 단계 질적분석

표 5. 자료 분석 및 처리 방법

4) 받아쓰기 중심 기능 통합 수업의 실제
C(H)사의 교과서에서 추출한 받아쓰기 지도 요소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및 

교육과정 분석, Rivers(1981)의 쓰기 지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받아쓰기 활동을 
구안하였으며, 단원별로 8개의 낱말을 매 차시 다양한 받아쓰기 활동과 함께 음운, 낱말, 
문장, 대화문의 범주로 확대하여 나선형으로 제시하였다. 차시별 내용은 표 2와 같으며 
차시별 언어 기능의 비중은 글자의 크기로 나타냈다.

표 6의 받아쓰기 유형은 선행연구(이종화, 2002; 정혜인, 정동빈, 2010; 최시선, 2006; 
Sawyer & Silver, 1972)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각 유형의 이름은 유형의 특성 및 연구 
참여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명명한 것이다. 차시별 받아쓰기 유형에 따라 수업 
자료는 Brindley(1987)가 제시한 과제 요소와 교재 요소, 김정렬(2002)이 제시한 과제 
복잡도와 언어/기능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1차시의 ‘하나의 소리 받아쓰기’ 활동은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낱말의 각 
음가를 듣고 빈 칸에 음가에 해당하는 철자를 넣어 낱말을 완성하는 활동이다. 2차시에는 
‘낱말 받아쓰기’를 통해 구두로 연습한 내용을 문자언어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3차시에는 쓰기 활동 및 게임 등을 통하여 쓰기 연습을 한 후, ‘부분 받아쓰기’ 활동을 한다. 
낱말 또는 어구를 듣고 받아씀으로써 문장을 완성하는 활동이다. 4차시는 단원에서 익힌 
의사소통기능과 관련하여 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통합되는 차시로, Show Time과 함께 
‘받아쓰고 바꿔쓰기’ 활동을 진행한다. 바꿔쓰기는 한 구절을 자신만의 언어로 고쳐 쓰는 
것(Behrens & Rosen, 2008)으로, 이를 위해서는 원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바꿔쓰기를 통해 작문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지닌 어휘와 형태, 통사적 지식과 같은 
문법적 능력을 기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듣고 쓰는 받아쓰기 활동이 의사소통 단계인 
유의미한 쓰기 단계로 무난히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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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용 재구성한 내용

차시 활동 언어 
기능 변동 내용 Rivers의 쓰기 

지도 단계
언어 
기능

1 ▪Look & Listen 듣기 ▪자막 제시
▪하나의 소리 받아쓰기   

(phonemic item dictation)

1단계: 베껴쓰기 
(copying)

듣기 
읽기
쓰기

▪Listen & Do
▪Chant
▪Listen & Play

2 ▪Look & Say 듣기
말하기

▪배운 어휘 복습 활동 추가
-그림과 함께 문자 노출

▪자막 제시
▪놀이 시 문자 노출
▪낱말 받아쓰기 (word dictation)

2단계: 다시 
써보기 
(Reproduction)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Listen & Repeat
▪Talk Together
▪Song
▪Speak & Play

3 ▪Read & Write 읽기
쓰기
말하기

▪배운 낱말/어구 복습(그림, 문자 
별개 연습)

▪낱말/어구쓰기
▪쓰기 게임
▪부분 받아쓰기(spot dictation) 

3단계: 
재결합하여 쓰기 
(Recombination)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Sounds

▪Act & Play
4 ▪Show Time 듣기

말하기
▪배운 어휘 복습(그림, 문자 별개 

연습)
▪받아쓰고 바꿔쓰기

(dicto-paraphrasing)

4단계: 유도 
작문(Guided 
Writing)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Check Up
▪We Are the World

표 6. 차시별 수업 재구성

다. 받아쓰기 중심 기능 통합 수업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쓰기 지도 방안으로 받아쓰기 중심 기능 통합 수업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이것이 초등학교 4학년 영어 쓰기 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받아쓰기 중심 기능 통합 수업은 상․중․하위의 모든 집단 학습자의 영어 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받아쓰기 중심 기능 통합 수업은 상위 집단의 정의적 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정의적 영역의 각 하위 요소 점수가 사전 검사에 비교할 때 사후 
검사에서 낮아지지 않았고, 단원별 수업 만족도 조사와 면담 자료 등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긍정적인 응답이었던 점으로 보아 본 연구 수업은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영어 쓰기 수준별로 만족도가 높은 받아쓰기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비교적 수준이 
높은 중․상위 학습 집단은 유도쓰기(guided writing)인 받아쓰고 바꿔쓰기(dicto- 
paraphrasing), 하위 학습은 통제쓰기(controlled writing)인 낱말 받아쓰기(word 
dictation)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맺으며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고시(교육과학기술부, 2015)된 현재,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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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점을 찾아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정 개정이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획일적인 전개 방식과 3차시에 집중된 문자학습, 단순한 
통제쓰기 중심의 쓰기 활동의 문제점은 여러 연구(김혜련, 2014; 주형미, 이영아, 2012; 
최영주, 2015; 최지혜, 2012)를 통해 거론되어 왔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통합적으로 
지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정지영, 2012) 역시 미래교육과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첫째, 읽기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의 결과 단어 식별 과제를 활용한 읽기가 상·중·하 
모든 수준의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초등 영어 
교육에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순차적인 기능 통합과 초기 읽기 학습자를 위해 단원과 
연계된 소리와 철자의 관계 교수·학습을 위한 읽기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영어 학습자를 위한 단어 식별 과제를 활용한 읽기 지도 모형과 교수·학습 과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쓰기 역량 강화를 위해, 받아쓰기 중심 기능 통합 지도의 긍정적 효과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통제쓰기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맥락에서의 유도쓰기도 선호한다는 점 등 본 
연구에서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존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쓰기 지도에 대한 문제인 
단순 베껴쓰기 등의 통제쓰기 중심, 다양하지 못 한 쓰기 활동, 쓰기 연습 시간의 부족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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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실태 조사연구  

이혜원, 홍선주, 이명진, 최인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1

I. 들어가는 말 

2014년 9월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및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을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전 고등학교, 즉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특수목적고 등에 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 고등학교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며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행교육법 시행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실태와 쟁점을 파악하여, 선행교육을 예방하기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의 
개선 방안을 탐색을 목적으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연구(연구보고 RRC 2015-3)’를 수행하였다. 본 발표는 영어과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II. 연구 소개

본 발표의 토대가 되는 연구(홍선주 등, 2015)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선행교육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실태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쟁점을 파악하여,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1 본 발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연
구,’ 2015, 홍선주, 이혜원, 이명진, 최인선(연구보고 RRC 2015-3)의 일부로, 영어과 연구 내용을 중
심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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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에 따른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 
파악, 둘째, 일반고 교육과정과 평가의 연계 실태 파악, 셋째,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에 따른 
현장의 쟁점 및 해소 방안 모색, 넷째,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방안 제안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주요 연구 내용(홍선주 등, 2015, p. 9)

3. 연구 방법

 문헌 연구: 선행연구 분석 및 법령, 교육과정 등 관련 문서 분석하였으며, 대상 학교는 아래와 
같다. 

표 1. 학교교육과정 문서 분석 대상 학교(홍선주 등, 2015, p. 2)
학교유형 소재 지역 규모 학교 수(개) 평균학급 수(개) 표집 방법

일반 고등학교 대도시 21 10.52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표집중소도시 22 9.82

읍･면지역 8 6.00
대도시 8 11.00 장학사* 추천
중소도시 16 10.19
읍･면지역 9 4.22

전체 - 84 -
*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교사 면담 및 FGI(초점집단면담): 대상 학교 정보 및 학교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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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학교* 소재지
학교 기본 정보

방문일시
설립구분 성별 학교규모

A고등학교 강원도 공립 여고 학년별 10-12학급 2015년 3월 27일
B고등학교 경기도 공립 여고 학년별 14-15학급 2015년 4월 8일
C고등학교 경상북도 사립 공학 학년별 8학급 2015년 4월 10일
D고등학교 광주광역시 사립 남고 학년별 9-10학급 2015년 4월 16일
E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사립 남고 학년별 11-12학급 2015년 3월 20일
F고등학교 충청남도 공립 여고 학년별 6학급 2015년 4월 1일

※ 이후 학교를 언급할 때 A∼F로 표기된 학교는 방문학교를 나타내며, 이 외의 알파벳으로 표기된 
학교는 84개의 교육과정 문서 분석 대상 학교들 중에 포함되는 학교를 나타냄.

표 2. 교사 FGI 및 개별 면담 실시 대상 학교 정보 및 학교 방문 일정(홍선주 등, 2015, p. 34)

 
 이외에도 전문가 협의회, 워크숍, 설문조사, 세미나가 실시되었다.  

4.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실태 및 쟁점 분석을 위한 연구 절차(홍선주 등, 2015,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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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학교 현장에 나타난 영어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어 선택과목 및 어휘수의 위계, 과목별 목표, 성취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선행교육 
판단의 근거가 불충분하다. 

2) 다양한 영어 선택과목 중, 일부 과목을 기피하고 네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한 과목과 
독해 과목 중심의 편성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3) 선행교육에 대한 우려로 교사의 수업권이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4) EBS 수능 연계교재 활용 관행으로 인해 선행교육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 
5) 교내 평가 변별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IV. 시사점 및 논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이후 교육과정 편제표와 실제 수업, 그리고 평가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일부 교사들의 경우 수업 자율권이 위축된다고 반응하였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혼란은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제시한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정상화법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지나친 선행교육 
혹은 교육과정 파행운영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타 과목에 비해 영어과의 선행교육 여부 판단 근거 불충분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심화수업 등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법제화하여 시행되고 있는 선행교육 규제 및 공교육 정상화 촉진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선행교육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정이나 실제 수업 계획 과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선택과목이 제시되고 학생들의 진로, 진학, 적성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과목 간 위계를 명시화하되, 학생들의 
수준이나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심화 내용 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습지도계획표 
작성시 미리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과정과 수능 EBS교재 내용의 
연계를 강화하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기적이며 거시적이 차원에서 EBS교재의 수능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평가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교사 면담을 실시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로, 교수‧학습 효율성과 교육내용 이수 점검 등 평가의 근본 취지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정한 출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평가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들의 수업 자율권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학교내외 연수를 통하여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시행상의 어려움과 
해결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 착형 교사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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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인지 전략지도가 고등학생의 영어 독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일용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I. 서론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영어는 21세기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고, 나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은 필수 역량이라고 하였다. 학교 영어 교육의 목표는 
세계인과 소통하며 그들의 문화를 알고 우리 문화 또한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어넣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015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2009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2015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역량과 더불어 자기 
관리 역량이 핵심 역량으로서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 관리 역량은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과 더불어 자기 점검 및 평가, 전략사용 등의 하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하위요소들은 상위인지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 점검 
및 평가, 전략사용 등은 스스로의 학습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전략 사용을 
인식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상위인지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위인지전략 지도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독해를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O’Malley와 Chamot(1995)은 상위인지란 텍스트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학습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상위인지를 사용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학습과정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Flavell(1979)은 독해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들은 자신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습과정을 계획하고 이해 정도를 점검하면서 전략 사용을 평가하며 이러한 인지적 
사고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를 조절하는 능력으로서 상위인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독해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연습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기 관리 역량을 갖춘 학습자가 되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위인지 독해전략 훈련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독해 능력 및 
정의적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영어 독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의 학습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는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상위인지전략 지도가 고등학생의 영어 독해능력 및 정의적인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영어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 상위인지 독해전략 중심 수업을 
구안하여 고등학교 수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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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사전검사 연구수업 사후검사

수업연구반 상위 집단 X1 T X2

중위 집단

하위 집단

2) 상위인지전략 지도를 통한 영어 독해수업이 고등학생의 영어 독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상위인지전략 지도 수업이 학습자의 성취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 상위인지전략 지도를 통한 영어 독해수업이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의적인 영역에 있어서 학습자의 성취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4) 상위인지전략 지도를 통한 독해수업이 학습자의 상위인지전략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시 소재의 I고등학교 1학년 3개반을 대상으로 비교반 없이 
선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비교반과 연구반의 수업 결손이나 지도 내용의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규교육과정 중 주당 5시간의 영어 시간 중 2시간을 할애하여 총 14주간 
상위인지 자기 점검 전략을 기반으로 한 독해 수업을 하였다. 연구 수업이 시작되기 전 사전 
평가를 실시하였고, 연구 수업 완료 직후에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 수업이 독해 영역에서 
어떠한 인지⋅정의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상위 인지 전략 
중심의 영어 독해 지도이고, 종속변인은 인지적․정의적 영역 및 상위인지 전략사용의 
변화이다. 연구 설계 모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설계 모형

X1: 사전 독해 평가, 정의적 영역 설문, 상위인지전략사용에 대한 설문
X2: 사후 독해 평가, 정의적 영역 설문, 상위인지전략사용에 대한 설문
T: 연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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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수업단계 활동 내용  독해 전략

준비
(preparing)

 학습 목표 설정
 독해 과업의 목적 파악하기  

-

시연
(presenting)

 독해 전략 소개하기 사고발화

연습
(practice)

 동기유발 및 배경지식 활성화 -
 하향식 전략 지도를 통한 중심내용 파악 

(요지,주제,제목 등 전체적인 내용 파악)
하향식 독해 
전략(주제,중심내용,
요약)

 각자 중심내용 발표 및 문맥을 고려하여 모르는 
단어의 뜻 유추하여 발표(자신의 문제해결 방법 또는 
어휘 유추과정을 구두로 설명, 공유) 

문맥을 통한 어휘 
추론

 상향식 전략 지도를 통해 학생 스스로 문장 구조 
추론 및 내용 이해 연습 (해석이 매끄럽지 않은 문장 
표시하며 독해)

상향식 독해 
전략(문장 구조, 
세부내용이해)

점검
(monitoring)

 예측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독해자료 내용 해석 및 문장 분석
 학습자 본인이 이해한 것과 동료 및 교사의 설명과 

비교하기 

자기 점검

평가
(evaluation)

 사용하고 있는 독해 전략이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독해 상의 어려운 점 및 배운 점 평가하기  

자기 평가 

3.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상위 인지 독해 전략 수업의 절차는 위의 5단계 훈련 절차를 따르되 본 연구의 
특성과 목적에 맞도록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수정하여 단계를 구안하였다. 본 연구의 영어 
독해 수업 단계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상위인지 전략 활용 독해 수업 단계

위의 표 2와 같이 상위인지전략 지도 독해 수업은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와 독해 과업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시연단계에서 교사는 사고발화(think aloud) 전략을 통해 독해 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학습 
목표와 관련된 영어지문을 활용하여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고,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세 번째 연습단계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독해를 하면서 글의 목적에 따른 
독해방법을 연습하며, 먼저 글의 전체적인 내용 및 중심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글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생각하며 필요한 경우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도록 
지도한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중심생각이나 주제를 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모르는 단어를 앞 뒤 문맥을 통해 추론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이 후 두 번째 독해에서 상향식 독해 전략 지도를 통해 세부내용 및 
문장 구조 등을 파악하도록 하며, 해석이 되지 않는 문장을 표시하고 각자 해석을 활동지에 
적어보도록 한다. 네 번째 점검단계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해석한 내용이 옳은 지 검토하는 
단계로 문장 분석 및 토론을 통해 동료 및 교사의 설명과 비교하며 자신의 독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낸다. 마지막 평가단계에서는 글의 유형에 따라 혹은 문장 구조에 따라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밝혀내고, 독해 전략에 대해 새로이 배운 점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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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상위 인지 전략 지도를 통한 영어 독해 수업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독해 능력과 정의적 
영역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상,중,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인지 전략 지도를 통한 영어 독해 수업을 통해 전체 학습자의 독해 능력이 
향상되었다. 전체 학습자의 사전-사후 평가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실험 집단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상위 집단을 제외한 중, 하위 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특히 하위 집단 학습자의 사전과 사후 평가 사이의 평균 
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위인지 독해 지도를 통한 
교수·학습 활동은 전체 학습자의 독해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중·하위 
집단 학습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상위 인지 전략 지도를 통한 영어 독해 수업이 교육과정상의 모든 독해 
영역(중심내용, 세부내용, 논리적 관계, 맥락 파악)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전체 
집단과 수준별(상, 중,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집단에서 네 개의 
영역 모두 평균 성적이 향상되었지만, 글의 맥락 파악을 제외한 논리적 관계 파악, 세부내용 
이해, 중심내용 파악, 이 세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수준별 집단 중 
상위집단에서는 그 어떠한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중위 집단에서는 
중심내용 파악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하위 집단에서는 논리적 관계 파악, 
세부내용 파악, 이 두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해 능력의 향상이 관찰되었다.  

셋째, 정의적 영역에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상위 인지 전략 지도를 통한 영어 독해 
지도는 학습자들의 독해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적극성, 상위인지 전략 활용에 대한 필요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습자들의 수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상위 집단의 경우 
독해에 대한 자신감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위 집단에서는 특히 독해에 대한 
흥미, 자신감, 적극성, 그리고 상위인지 전략 사용에 대한 필요성 네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위 집단의 경우에는 영어 독해에 대한 흥미와 상위인지 전략 활용의 
필요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상위인지 전략 사용 인식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계획전략, 
점검전략, 평가전략, 세 영역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평가전략 중 독해 실수 
점검(C1), 추측 내용이 옳은지 파악(C2), 독해 중 잘못한 부분의 원인 밝히기(C3), 사용한 
독해 방법이 맞았는지 확인(C4) 전략 사용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위 인지 독해 전략을 활용한 영어 독해 수업이 학습자들의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정의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학습자들의 동기, 흥미, 자신감, 
적극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 전략과 점검전략, 계획 전략 
등 상위 인지 독해 전략에 대한 인식과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상위인지 독해 전략을 활용한 영어 독해 지도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 흥미, 동기, 자기 점검 
및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자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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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언

첫째, 본 연구는 상위인지 독해전략 지도를 통해 학습자의 영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로이 도입될 2015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역량과 더불어 자기 관리 역량도 중요시되고 있다. 자기 관리 역량의 하위 요소인 
영어에 대한 흥미, 영어 학습 동기,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지, 학습전략, 자기 관리 및 
평가는 상위인지 독해 전략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자기 관리 
역량에 대한 내용이 2015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관리 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위인지 전략을 활용한 듣기, 말하기, 쓰기 
지도 모형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자기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대조반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반에 대한 비교 대상이 없어 대조반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향상이 있었는지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조반을 통해 상위인지 전략지도가 영어독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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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tient’s diet and the attitudes of the 
spouse 

학습목표
(Objective)

• Students are able to infer the meaning of new words from the 
context. 

• Students are able to find out where the difficulty comes from 
when interpreting sentences.  

• After reading, students are able to get the main idea of the 
text.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introduction • Greetings
• Presenting today’s objectives

Development • Showing the following pictures, have Ss predict the 
content of the text.

       <patient>            <overweight spouse vs normal weight spouse>

PPT
Computer

• Teacher explains how T figures out the main idea of 
a text using another text and talks about the meta 
cognitive strategies that the teacher used in reading. 

• Teacher has students skim through the text and get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and explain and share 
why they think so. 

• While reading, circle the words or expressions that 
each student doesn’t know. If necessary, Ss underline 
or take notes.  

• Infer the meaning of the words from the context. 
• Read the text again and find out the sentences that 

each student has difficulty interpreting and share it 
with others.  

• Students write down the interpretation of the 
sentences and compare them with teacher’s. 

• Teacher explains the structure of the text and 
sentences. 

PPT
Worksheet

Consolidation
 

• Students fill out the reading journal related to the 
sentences that they had difficulty interpreting.  

• Students monitor and evaluate the process of their 
own reading and strategies. 

부록 1
교수·학습 13차시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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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3차시 상위인지 독해 활동지

6월 모의고사 18번         반        번   이름 :             

 18.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number of studies have shown that the body weight and attitudes of a 

patient’s spouse can have a major impact on the amount of weight lost and on 
success in weight maintenance. Black & Threlfall found that overweight patients 
with normal-weight partners lost significantly more weight than those with 
overweight partners. They also noted that success was greater in those patients 
whose partners had also lost weight even though they were not included in the 
program, suggesting that recommended changes were being actively supported by 
the spouse. Similarly, Pratt found that drop-out rates were reduced when the 
patient’s spouse was included in a weight-control program.
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식단 개선을 통해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
③ 다양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④ 환자의 체중 감량에 있어서 배우자의 영향이 크다. 
⑤ 단기간의 체중 감량은 환자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1. 위의 지문을 읽고 모르는 단어에 O 표시 하시오. 

2. 위의 지문에서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문장에 밑줄 또는 형광펜으로 표시하시오. 

3. 본인의 문장 해석
 ①                                                                               
                                                                                  
 ②                                                                               
                                                                                  
4. 선생님/멘토학생의 문장 해석 
 ①                                                                               
                                                                                  
 ②                                                                               
                                                                                  
5.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및 배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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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maintenance 유지 
 ✓ drop-out 중도 탈락
 ✪ : a number of ~: 
 ✪ have an impact on ~ (문맥):
    = influence, affect 
   ex) My teacher affected(influenced) 

my entire life.

 ✪ spouse: 
 ✪ lose weight: 
 ✪ note: 언급하다, 주목하다, 메모
 ✪ overweight: ㄱ ㅊ ㅈ 
 ✪ suggest: 
 ✪ significantly: 상당히, 현저하게 

-------------------------------------------------
A number of studies / have shown / that the body weight and attitudes of a 
patient’s spouse / can have a major impact / [on the amount of weight lost] / and 
[on success in weight maintenance]. 
           은                          가 체중 감량 및 체중 유지 성공에 있어  
                         는 것을 보여주었다. 
Black & Threlfall / found / {that overweight patients with normal-weight partners / 
lost significantlysignificantlysignificantly more weight / than those with overweight partners}. 
Black & Threlfall은                  를 가진 이들보다                 를 가진 과체
중 환자들이 보다 현저하게                 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They / also noted {that success / was greater / in those patients         (관대) 
partners had also lost weight / even though / they were not included in the 
program
비록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체중을 감량한 배우자를 가진 환자들이 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그들은 또한       했다. 
, suggesting / {that recommended changes / were being actively supported / by the 
spouse}. 
이는 권장된 변화 항목들이 배우자들에 의해 적극                    을 시사했다.
Similarly, / Pratt / found {that drop-out rates / were reduced / when the patient’s 
spouse / was included / in a weight-control program.
ㅁ ㅊ ㄱ ㅈ ㄹ  , Pratt는 환자의 배우자가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프로그램 중도 탈락률이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부록 3
13차시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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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원의 비교과 영어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과 원어민교수의 인식 고찰

하명애 (대전대학교)

I. 들어가며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필요성과 중요성 증가
 대학생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 원어민 교원의 비교과 영어 학습프로그램 제공
 원어민 교원의 비교과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학습자 및 원어민 교수의 인식에 

대한 고찰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와 기대 증가 


 대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관심 고조


원어민 교원의 비교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기회 증가


원어민 교원의 비교과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 고찰의 필요성 제기 

II. 선행연구

  

1. 대학 과정의 비교과 영어학습 유형 
 대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가 두드러진 특징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회화 위주 프로그램 
 취업과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플, 토익 수업 
 방학 중 집중 프로그램(합숙형, 비합숙형) 
 학기 중 공강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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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과정의 비교과 영어학습 관련 선행 연구 
 방학을 이용한 합숙형 프로그램 연구(강정혜, 오성록, 2013; 김지나, 2014; 나경희, 2009; 

박옥희, 2012; 최숙희 2001) 
 비합숙형 집중 영어캠프 연구(김우형, 2011; 오성록, 2009; 정숙희, 2014) 
 공강을 활용한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학습경험 연구(정숙희, 2015) 

III. 연구 설계

1. 배경 
비교과 수업활동 연구는 초중등 과정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학과정에서의 비교과 수업 
연구는 미비 

2. 기존연구 
 가. 대학 과정의 비교과 영어학습 연구는 방학 중 집중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 중심
 나. 진학, 취업을 위한 토플, 토익 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위주 

3. 본 연구의 의의 
원어민 교원이 참여하여 학기 중 비교과 활동으로 제공된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의를 
고찰 

4. 목표 
원어민 교원의 비교과 영어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과 원어민교수의 인식 고찰 

5. 연구 설계 
 기간 및 대상: 2015년 2학기 8주간 비교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원어민교원 
 양적 연구방법: 학습자 사전-사후 테스트, 학습자 설문조사 
 질적 연구방법: 학습자 수업후기 분석, 학습자 및 원어민 교원과의 심층면담 분석 
 자료분석 :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 

 
IV.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중부권 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교의 비교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참여 학생 96명 및 영어원어
민 교수 8명 

2. 자료수집 
 2015년 2학기 8주간 프로그램 참여 학생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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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사전-사후 테스트, 학습자 수업후기 
 학습자 및 원어민교원 대상 심층면담 

3. 설문조사 자료를 위한 선행연구 참조 
 단기 영어몰입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김우형, 2011) 
 대학생을 위한 영어집중캠프에 대한 참여 학생의 학습기대와 참여효과에 관한 

조사(나경희, 2009) 
 공강을 활용한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학습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정숙희, 2015) 

4. 사전-사후 테스트를 위한 자료 참조 
 IELTS evaluation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맞게 취합(fluency, vocabulary, 

communication skills, task-based performance) 

5. 자료분석 
 통계용 프로그램 SPSS for Windows 사용 
 수업관찰 및 심층면담은 사례분석 

6.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 8개 강좌의 프로그램 운영 
 American English 
 English Conversation 
 Challenge English 
 English, The YouTube & More! 
 Learn English through Role Playing and Drama 
 Different Genres of English Music 
 Breaking News, News English 
 Discussion of World News and Current Events 

V. 맺으며

1. 사전-사후 테스트 분석 결과 

2. 학습자 만족도 분석 결과 

3. 학습자 학습후기 분석 결과

4. 심층면담 분석: 학습자 및 원어민교원 



6. Information, Communication & Technology

좌장:  김정렬(교원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영어과 거꾸로 수업의 이론과 실제

15:10-15:45 영어과 거꾸로 학습의 구조성과 비구조성 - 김정렬(한국교원대)

15:45-16:20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교수·학습 모형 - 정명기(송정초)

16:20-16:55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수준별 영어교육 방안 - 도미나(대동초)

16:55-17:40 거꾸로 학습 과정의 보완과 강화: 게임화의 적용 - 원은석(목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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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 거꾸로 학습의 구조성과 비구조성

김정렬 (한국교원대학교)

I. 서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문제와 답을 정해놓고 이루어지는 구조적 학습이 대부분이고 
영어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영어표현을 알고 숙달시켜서 배운 표현을 써야 되는 
상황이(문제상황) 연출되면 배운 정답을 머릿속에서 인출하는 행위를 학습의 시작과 종결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구조적 학습결과가 비구조적 문제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쉽게 전이될 
것이라고 가정해왔지만, 실제적으로 비구조적 문제의 해결에는 인지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논증을 구축하기 위한 정당화, 메타인지 등을 포함한 비인지적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Hong, 1998; Jonassen, 2000; Schraw, Dunkle, & Bendixen, 
1995; Shin, Jonassen, & McGee, 2003).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지금까지 
학교수업에서 많이 다루어 왔던 구조적 학습 외에도 비구조적 문제해결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거꾸로 학습은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학교에서 하던 구조적인 학습은 집에서 하던 
비구조적인 발산적 활동은 학교에서 행하는 것이다. 거꾸로 학습은 지금까지 행해온 교사의 
역할과 달리 발산적 활동을 구안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영어학습에서 보면 새로운 표현의 학습과 연습활동은 집에서 하고 집에서 학생 각자가 
과제의 형태로 하던 사용활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면서 학생주도적 활동이 증가하고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취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조적인 학습과 비구조적인 학습을 거꾸로 
한다는 의미의 얼핏 보기에 거꾸로 교실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교와 집의 
학생들의 학습양태를 뒤집는 모든 거꾸로 교실이 거꾸로 학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교실에서도 교사들의 의지와 교육관에 따라서 거꾸로 교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영어 일기를 쓰거나 동화책을 읽는 활동들이 있었고 교사에 
따라서는 이러한 활동을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보충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거꾸로 교실이 거꾸로 학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거꾸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장에서 거꾸로 학습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교육적 환경

거꾸로 학습은 교사와 학생들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수업의 진도에 학습의 속도를 맞추어줄 수 있어야 하고 교실이라는 
공간의 사용도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주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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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진도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의 영어교육 목표는 학생들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의사소통기능을 배우고 사용했다면 해당 의사소통기능을 노래, 찬트, 역할극, 
게임이나 과제중심 활동과 같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호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목표의 
성취도에 도달한 정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목표 달성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사중심의 일제식 수업과 같은 교실환경을 두고 거꾸로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실이라는 공간이 학생들과 소통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 사용의 유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2. 학습문화

거꾸로 학습은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교사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은 교실과 학교 현장의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수업이 학습자의 주도적 탐구와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호하는 유의미한 방식으로 영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학생들이 영어 의사소통활동에 필요한 유의미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현행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의미한 상호작용 활동의 심각한 
부족현상 때문에 외국어로서 영어의 기능적 수준 도달이 학교 교육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다. 거꾸로 학습은 어떻게 학습활동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현행 
영어교육의 실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학생들 각자의 영어 수준에 맞는 수준별 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피드백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제공해야 한다. 영어수업은 기능교과이면서 사교육이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교육경험으로 인해서 개인차가 특별히 드러나고 벌어져 있는 교과이다. 따라서 
수준별 학급편성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공교육 영어학습에서 수준별 학습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에게 도움되는 학습 경험이 되어야 한다.

3. 구조적 학습/페다고지와 비구조적/앤드라고지 학습의 적절한 융합

거꾸로 학습은 학생들의 구조적 학습을 통한 절차적 지식과 비구조적 학습을 통한 선언적 
지식의 적절한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영어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구조적인 
학습인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배워야 할 언어형태와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정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도 안다. 비구조적 영어학습은 구조적 학습과는 
달리 의사소통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며, 사용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비구조적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할 표현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동안에 학생들의 사고력을 길러 준다는 것이다. 

가르쳐야 할 학습내용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과 교사와 함께 해야 하는 
것들로 구분한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구조적 학습내용은 비디오 자료를 활용하여 집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녹화한다. 학습내용을 수준별로 구성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접근해서 
학습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Covington(1987)은 문제를 세 단계로 나누어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사고의 유형을 나눈 문제 해결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다. 문제와 실행계획이 명확히 
구분되었을 때 학습자는 해결안을 얻기 위하여 계획을 문제에 적용한다. 오직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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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안만이 맞는 것이며 학습자는 그 해결안을 얻을 때까지 계획을 실행한다. 이때 포함된 
사고는 학습자가 단순히 제시된 절차를 회상하는 재생적 사고이다. 반대로 문제는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나 실행 계획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학습자는 이미 학습된 정보의 재생에 의존할 
수 없다. 대신에 실행계획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추론과 분석을 하고 문제 해결에 도달해야만 
한다.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 학습자는 우선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상태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전략을 규명해야만 한다. Covington은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 사고를 전략적 사고라고 주장한다. Covington은 세 가지 문제해결 유형 
모두를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교육에서 활용되는 구조적 문제는 학생들에게 오직 재생적, 
생산적 사고를 길러 주는 반면, 비구조적 문제를 통한 거꾸로 학습에서는 전략적 사고를 길러 
준다고 주장한다. 

4. 교사의 역할

거꾸로 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은 전통적인 구조적 학습에서 인포먼트의 역할과 수업을 
주도하는 역할에서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활동을 구안하고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피드백을 하고 
학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인지적 불균형을 유발하고 이에 따른 교실 속 학생들의 혼란을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이러한 역할은 지속적인 반성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 구안을 생각하고 좀 더 나은 수업활동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구조적 학습과 비구조적 학습이 물리적인 융합에서 화학적 
융합으로 진정한 의미의 거꾸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활동을 위해서 개별활동과 소집단 활동을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학생 개인이나 소집단 별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나 소집단이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활동을 투입한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교사들과 교과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보다 나은 학습활동 구안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5. 정보통신 기술과 거꾸로 학습

지식 정보 사회에서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서 구조적 
학습내용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수직적 수준과 수평적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입체적 
교육 콘텐츠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지식 정보 사회에서의 사회적 요구는 구조화된 학습보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거꾸로 학습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 21세기를 
살아갈 인재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미래 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비구조적 문제해결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남을 열심히 
따라가야 하던 시대에는 구조적 학습능력이 중요했지만 남의 추격을 따돌려야 되는 작금의 
우리 현실은 비구조적 문제해결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교사의 역할이 일방향적인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협력과 조력자로서 변화하고 있으며, 학습자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는 
공동 협력자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 거꾸로 학습은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적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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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영어의 실제적 사용 상황은 문제를 찾고 상황에 맞도록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비구조적 
문제해결 과정이다. 학교 영어교육은 학생들의 실제적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영어 사용의 
비계설정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은 구조적 학습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영어교육은 통합적 
교과로서 학습자의 개인차(메타인지, 학습동기)와 참여도로 인한 개인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학습의 일정한 비구조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비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안을 선정하기 전에 
다양한 관점으로 해결안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결안을 선정한 후에도 
자신이 제시한 해결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어 사용 상황에서 다양한 표현의 사용이 
가능하고 참여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표현 자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과 발화 
태도의 다양성도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고 체계나 절차 등을 안내해 
줌으로써 사전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지적 요소들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적인 
비계설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구조적 학습은 학교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온라인 학습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면대면 소통의 장인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학교 수업에서는 이러한 비구조적 
의사소통 문제해결에 구조적 학습 결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고 의사소통 전략을 
구사하고 소통의 옵션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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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교수·학습 모형
   

정명기 (서울송정초등학교)

I. 거꾸로 교수·학습 모형의 필요성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 기술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영어 교실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스마트 폰이 있다 하더라도 교실 환경이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여 현실적인 적용이 힘들었다. 이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현재 영어교육 현장에서 즉시 적용이 가능한 영어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학습은 수업 전에 수업내용과 관련된 학습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미리 해오고, 오프라인(수업 시간)에서는 학생 간 혹은 학생과 교사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아가 보충 및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학습 방법이다(Flipped Learning Network, 2014). 
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점을 부각하면서 동시에 현재 
교실 현장의 부족한 스마트 환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마트 교육의 장점과 효과를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영어 교실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최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꾸로 학습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거꾸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거꾸로 학습 
    
거꾸로 학습의 특징으로는 첫째, 학생들이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능동적이며 활발한 

학습자로 바뀌게 된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수동적으로 교사의 설명을 듣고 따라하는 
학습자였다면, 거꾸로 학습에서의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강의 자료를 찾아 선행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수업시간과 과제를 하는 시간의 개념이 바뀌게 된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수업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집에서 과제를 수행하던지 숙제를 통해 
복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거꾸로 학습에서는 배울 내용에 대해 집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선행되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목표 언어를 활용한 활동 등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셋째, 사전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실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업보다 더욱 많은 시간을 토론 및 활동에 할애할 수 있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학습할 
내용을 수업시간에 배우게 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으나 
거꾸로 학습에서는 이를 가정에서 먼저 학습하고 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를 보충할 수 
있고, 더욱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거꾸로 학습의 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Flipped Learning 
Network, 2014). 첫째, 유연한 환경으로 거꾸로 학습에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다양한 학습의 
형태를 허용한다. 둘째, 학습 문화의 변화로서 거꾸로 학습에서는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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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한다. 셋째, 의도된 내용으로서 거꾸로 학습에서는 교사가 의도적이고 
분명한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실시한다. 학생이 사전에 어떠한 내용을 학습해 오는지 
그 내용을 선별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서 거꾸로 학습에서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서 기존의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생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교사가 수행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교사가 필수적이다. 

거꾸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 비해 학생과 교사의 역할과 
기대가 달라진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해 더욱 많은 책임감이 부여되고, 수업 전에 
개별적으로 또는 모둠으로 주요 학습 내용을 공부한다. 학습 한 내용을 토대로 교실 
수업에서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심화학습 및 보충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교사는 강의보다 동기 유발 및 학습 촉진에 더욱 많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적극적이면서도 활동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진다(이동협, 
2013). 이러한 거꾸로 학습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부여해 주는 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거꾸로 학습에서의 학습 기회

학생들은 웹사이트 또는 비디오, 오디오 자료 등을 통해 개념을 사전에 탐색하고 주요 학습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후 학생들의 온라인 토론이나, 퀴즈, 블로깅 등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를 교실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시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Ⅲ. 거꾸로 교수·학습 모형

   

1. 거꾸로 교수·학습 모형

   
영어 학습을 위한 거꾸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 비해 학생과 

교사의 역할과 기대가 달라진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해 더욱 많은 책임감이 부여되고, 
수업 전에 개별적으로 또는 모둠으로 주요 학습 내용을 공부한다. 학습 한 내용을 토대로 
교실 수업에서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심화학습 및 보충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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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사는 강의보다 동기 유발 및 학습 촉진에 더욱 많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적극적이면서도 활동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거꾸로 학습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부여해 준다. 이러한 거꾸로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거꾸로 교수·학습 모형

개념 탐색 단계에서 학생들은 웹사이트 또는 비디오, 오디오 자료 등을 통해 개념을 사전에 
탐색하고 주요 학습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시연·적용 및 생산·공유 단계에서 
학생들은 이를 교실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시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후 의미 생산 단계에서 학생들은 온라인 토론이나, 퀴즈, 블로깅 등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개발된 플립드 교수·학습 모형은 플립드 
학습의 주요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데, 플립드 학습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에게는 수업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생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교사 중심의 학습 환경에서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이 때 플립드 학습을 위해 최근의 스마트 
기기 및 웹 2.0 도구들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이 또한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2. 거꾸로 교수·학습 모형 단계별 내용

  
위의 거꾸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할 때 각 단계별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특히,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부분과 거꾸로 학습 요소를 따로 정리하여 거꾸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할 때 고려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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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수업 내용(언어 항목) 스마트 및 거꾸로 요소 

학습 계획
• 학습 목표 및 학습 단계 확인
• 학습에 필요한 자료 및 환경 점검

• 스마트 교육 환경 점검
  (핵심역량 & 스마트 구성요소)

개념 탐색
(온라인)

• 주요의사소통기능의 실제적 소개(구조적+비구조적)
• 학습 동영상 시청 후 주요 어휘 및 표현 학습
• 학습 목표 및 수업 전개 활동 확인

• 비동시적, 개별, 학습자-내용
 - 거꾸로(사전 어휘 및 표현 학습)
 - Youtube, Google+, Classting

• 전체, 학습자-교수자 
 - 거꾸로(학습단계 최소화)
 - Prezi, PPT
• 협동, 학습자-학습자
 - 거꾸로(활동단계 최대화)
 - 활동에 필요한 ICT 자료
 - QR code, Google Drive
• 동시적, 협동, 학습자-학습자
 - SNS 활용 정보교환
 - 과제 해결을 위한 자료 탐색

• 2차시로 분리할 경우 개념 탐색 
단계 추가 

• 정보 생산 및 공유 활동
 - 거꾸로(학습 기회 부여)
 - 개별 활동 결과물 산출
 - 산출물 발표 및 피드백
 - SNS 및 무선네트워크 활용 

결과물의 공유 활동
 - Classting, Google Drive, Prezi

시
연
·

적
용

학습
• 주요 어휘 및 표현 복습(정확성 증진)
 - 거꾸로 학습에서 사전에 익힌 내용 간단히 복습

활동

• 학생 중심 의사소통 및 과제 활동(유창성 증진)
 - 게임, 역할극 등을 통한 의사소통 활동
 - 목표언어 활용 과제(문제해결) 활동
• On-Off line 연계 활동(Online 활동 가능할 시)
 - 검색 및 활용한 자료에 대한 정보교환 활동 
 - 탐색한 자료를 활용한 개별 Activity(오프라인)

생산 ·
공유

(오프라인+
온라인)

-2차시로 
분리가능

개념탐색
(온라인)

• 학습 동영상을 통한 주요 표현 복습 및 학습 
결과물 산출 방법 소개 

• 정보 시각화 활동(유창성+정확성)
  - 학습한 활동에 대한 학습 결과물 산출
  - 각종 도표, 그래프, 시각자료의 제작
  - 산출물 발표 및 상호 피드백(2차시 수업 시)
• 학습 결과물의 공유
  - 학습 결과물의 공유 및 상호 보완

의미 
생산

(온라인)

• 새롭게 배운 내용 확인 및 정리(정확성 증진)
 - 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Q&A
 - 학습 내용 과정의 정리
 - 학습한 문법, 발음, 어휘 요소 확인
 - 차시 안내 및 과제 제시

• 비동시적, 개별, 학습자-내용 
 - 거꾸로(웹을 통한 학습정리)
 - 퀴즈 활동을 통한 학습정리
 - 과제 확인 및 피드백 제공 
 - E-mail, Blog, Classting

주의
사항

• 학습 양에 따라 개념 탐색-시연·적용(1차시), 생산·공유-의미 생산(2차시)로 구성 가능
• 학습 동영상 제작 시 영상 시간 최소화(5분여 권장)
• SNS(클래스팅) 댓글 기능을 활용한 영상 강의 시청 여부 확인 및 피드백 부여

그림 3. 거꾸로 교수·학습 모형 단계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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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수준별 영어교육 방안
  

도미나 (조치원대동초등학교)

I.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수준별 영어 교육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21세기 학습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세 가지 개발 
방향 중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이라는 첫째 방향에는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지식·정보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의 설정, 그리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교실 수업 개선이 바로 그 항목이다(박채형, 2015). 이러한 개정의 방향은 미래 교육의 
중심화두가 학습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학습자의 
능력 중 영어는 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한 도구이다. 초등학교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 영어라는 도구를 학습자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 맞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영어 수준 차, 영어 사용 기회의 부족, 학습자에 
적합하지 않는 수업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교사 개인적 노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안 중 하나가 거꾸로 학습을 이용한 영어 교육이다. 거꾸로 학습은 교사와 
학생이 정한 수업 목표를 학생이 수업 전 동영상 학습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오고 
수업 시간에는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여 완전학습을 꾀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러한 거꾸로 학습을 영어 교육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시도들이 2013년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수준별 영어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영어 교육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영어 학습 실태를 
살펴보면 그 개인차가 타 교과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기 영어 교육의 
경험, 학생 개인의 언어 지능 차이, 사교육의 정도 등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차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어과에 
거꾸로 학습을 적용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따른 수준별 거꾸로 학습을 
설계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영어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수준별 영어교육을 위한 거꾸로 학습 설계

거꾸로 학습은 본 수업 전 학생들이 미리 교사가 제작한 수업 동영상을 학습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수업 내용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본 수업에서는 다른 학습자들과 구성한 
지식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거꾸로 학습의 기본 토대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오프 클래스(Components-learning Stage), 온 클래스(Skills-learning Stage), 오프 
클래스(Language focus)의 세 단계로 학습 단계를 설계하고 각 단계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오프 클래스(Components-learning 
Stage)에서는 학생들이 과제로 수업 전에 동영상을 학습해 올수 있도록 교사는 수업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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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9월 10일 장 소 영어실 수업자 이인정
단 원 8. How Was Your Vacation? 차 시 2/6 교과서 132-133

학습주제 지나간 일에 대해 묻고 답하기
학습목표 지나간 일에 대해 묻고 답하는 말을 할 수 있다.

학습모형 과제중심학습모형+거꾸로 학습모형 전
략

오프 클래스
Ⓗ 원어민 선생님과 선생님의 
대화 동영상
Ⓛ 선생님의 강의

학습자료
교사 ppt, 단어카드 온 클래스 문제 해결 학습

오프 클래스 study note(H/L) 작성
학생 셀프 스터디 학습지, 활동지 학습집단조직 전체  - 모둠 - 전체

평가방법 자기평가, 교사평가 평가도구 학습지
적용방법  □ 학생 중심의 과제 해결 수업을 위해 본 수업에서 활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 하도록 한다. 

 □ 교사는 과거동사에 대한 강의식 설명 동영상을 제작한다. 다양한 동사의 과거 형태를 
다뤄 수업시간에 과거 동사를 활용하는데 기초가 형성되게 한다. 

 □ 본 수업 시간에서 교사는 과제의 유무를 모둠별로 확인하고, 협동심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 활동 1에서는 Look & Say와 Listen & Repeat활동을 보기에 앞서 대화의 빈칸을 
채우는 조사활동을 한다. 이때 학습자는 낱말카드를 활용하여 묻고 답하며 앞으로 보게 
될  Look & Say와 Listen & Repeat활동을 능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조사활동이 
끝난 후  Look & Say와 Listen & Repeat을 보며 자신이 채운 빈칸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한다.

 □ 활동 2에서는 활동 1에서 채운 학습지를 바탕으로 대화문을 충분히 연습한 후 
Whisper 게임을 모둠별로 한다. 모둠별 활동을 통해 협력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 
Whisper 게임이 끝난 후 모둠별로 역할 놀이를 하여 대화문을 반복 학습한다. 

 □ 오프 클래스에서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과거동사나 부족한 과거동사를 스스로 
학습하도록 한다. 

선정하고 재구성하여 수준별 동영상 과제 제시를 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이나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하여 학습하고 스터디 노트에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서 더욱 
지식을 견고하게 한다. 온 클래스 단계(Skills-learning Stage)에서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차시에 맞는 프로젝트 학습, 게임, 역할놀이 시연, 스토리텔링, 협동학습 등을 
활용하여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집단 구성을 할 수 있으며 부진아 지도를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오프 클래스 단계 
(Language focus)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통해 재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이 때, 교사는 수준별로 과제를 
제시한다. 

 
1. 거꾸로 학습 적용 차시 추출

먼저 교사는 수준별 학습이 필요한 차시를 추출하여야 하는데 아래 표 1은 5학년 C출판사 
8단원 2차시 수업을 위한 차시 추출 예시이다. 교사는 자신이 거꾸로 학습을 적용할 차시를 
추출하여 거꾸로 학습 전략을 세우고 적용방법을 모색하는데 이는 수준별 거꾸로 학습을 위한 
계획이 철처히 되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학습 전략에는 오프 클래스, 온 클래스, 
오프 클래스에서 수준별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에 따른 적용 방법을 상세하게 
계획함으로써 수준별 거꾸로 학습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5학년 8단원 차시 추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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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Low level High level
Look and listen 
(1step)
-introduction

· Korean teacher’s lecture
· basic phonics, sight word
  (with picture) +EBS

· native-speaker teacher’s lecture
· Missions 

Look and say 
(2 step)

· student’s role play
 (with Korean teacher’s lecture)

· native-speaker teacher’s lecture
· teachers’ conversation 

Speak and read 
(3 step)

· EBS · Youtube

Let’s read 
(4 step)

· basic words (with picture card)
· sentence card
· book reading 
  (Korean teacher’s lecture)

· book reading 
  (Native-speaker teacher’s lecture)
· newspaper 
· questions

표 1은 8단원 2차시 지나간 일에 대해 묻고 대답하기 학습을 과제 중심 학습 모형과 
거꾸로 학습 모형을 접목하여 계획한 차시 추출 예시이다. 오프 클래스 단계에서 low level은 
차시에 알아야 할 대화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주로 동영상 계획하였고 high level은 Dialog를 
통해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미리 수업 내용을 
알아오도록 계획하였다. 온 클래스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학습을 통해 모둠 학습을 
계획하였는데 학생들이 이미 학습해 온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을 하고 모둠 역할 놀이를 통해 
반복 학습하도록 계획하였다. 오프 클래스(Language focus) 단계에서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과거 동사나 부족한 과거 동사를 재학습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차시 추출 
계획은 교사가 원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프 클래스의 수준별 
디딤영상 제작과 온 클래스의 수업 설계를 미리 구성하는 일은 거꾸로 학습 적용 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준별 디딤 영상 계획

수준별 디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의 흥미도, 영어 수행 능력, 가능한 영상 
수집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교사의 강의식 디딤 영상은 1,2 차시 도입단계에서 low 
level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high level 학생들에게는 같은 내용을 원어민 
교사가 설명하여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읽기 수업을 위한 
북 리딩 디딤 영상 자료를 제작할 때 low level 학생들에게는 문장 당 한국교사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high level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역할 놀이나 
게임을 위한 디딤 영상 자료 제작 시에도 수준별 제시가 필요한데, 이는 차시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2는 C출판사의 기준 차시에 따른 수준별 디딤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예시이다. 

표 2. 수준별 디딤영상 제작의 예

표 2에서 제시된 예는 차시 주제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며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한국인 
교사의 설명을 생략하거나 원어민 교사의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위 표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1차시에는 도입 차시로 low level 학생들에게는 단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sight words나 기초 phonic를 제시하는데 이때, high level 학생들에게는 이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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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름 내용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술래가 앉아있는 사람 중 한명에게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자리를 바꾼다.
모서리 PPT 퀴즈 게임 문제를 맞출 때 마다 한 단계 높은 코너로 간다. 문제 출체는 학생이 번

갈아 하며 정해진 시간동안 높은 코너를 통과한 사람이 이긴다. 
Post It Note Game 자신의 이마에 주요 표현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고 짝과 질문을 통해 

정답을 맞힌다. 
파트너 찾기 파트너의 조건이 적힌 카드를 들고 서로에게 물어 자신이 찾는 조건의 

파트너를 찾는다. 
인터뷰 빙고 빙고의 칸을 인터뷰를 통해 채운 후 빙고를 한다. 
Zero 카드게임 본인이 가진 카드를 모두 없애는 놀이로 손에 쥔 카드와 일치하는 카드

를 상대방이 쥐고 있는 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어표현을 한다. 
Four Card 목표로 하고 있는 카드를 찾기 위해 질문을 하고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

기 위해 대답을 하며 대화를 한다. 
Battle Ship 보드게임 상대방 전투함의 위치를 추측해서 모두 침몰시키면 승리를 하는 놀이이

다. 
인생 한방 Hooray 
카드게임

같은 카드 세장이 나오면 재빨리 필통을 쳐서 펼쳐진 카드를 모두 가져
가며 Reading 연습을 합니다.(교과서 카드 활용)

문장 이어 달리기 교실 앞뒤를 오고가며 자신이 맡은 문장을 완성하고 제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문장을 이어 달린다. 

생략하고 원어민 교사의 문장이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다. 2차시에서는 
단원에서 소개된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역할극을 디딤 영상으로 찍을 수 있다. 이 디딤 
영상을 위해 교사는 역할극을 할 학생을 미리 선발하고 함께 스크립트를 써서 디딤 영상을 
제작한다. 이때, low level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디딤 영상에는 스크립트 내용을 한국인 
교사가 설명해 주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3차시에는 말하고 읽기 학습을 위해 EBS나 
유튜브의 자료를 디딤 영상으로 제시해줄 수도 있고 교사 따라 읽기도 가능하다. 4차시 
심화읽기 학습을 위해서 교사는 차시 주제에 관련된 영어 책을 소개하고 읽어줄 수 있는데 
low level 학생들에게는 책에 나오는 단어나 구를 미리 안내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high level 
학생들은 이 단계를 생략하거나 신문 등과 같이 좀 더 심화된 자료를 제시 할 수 있겠다.

 
3. 수준별 오프 클래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거꾸로 학습은 디딤 영상을 제작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었다. 하지만 
디딤 영상은 본 수업에서 교사가 가르쳐야 할 수업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거꾸로 학습을 수업해본 
교사들에게 설문한 내용 중 거꾸로 학습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서 많은 교사들이 학습자 중심 
활동위주의 수업 전개와 부진아 지도 시간의 확보라고 대답하였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대부분 40분 단위인데 프로젝트 수업이나 게임, 역할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학습은 교사의 설명을 학생들이 미리 디딤 영상을 통해 학습해 오기 
때문에 본 수업 좀 더 시간확보가 가능하게 하고 교사의 역할이 가르치는 역할이기 보다는 
활동을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 지도하는 역할이다. 다음 표 3은 오프 
클래스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예시이다.

표 3. 오프 클래스 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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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 핀 맞추기 공격과 수비 두 편으로 나누어 Dialogue를 하며 수비 편 볼링 핀을 쓰
러트리는 놀이이다

부활 OX 퀴즈 OX퀴즈가 랜덤으로 정답이 나와 직관력을 높인다. 
전기 게임 손동작으로 가위 바위 보를 하지 않는 대신에 가위 바위 보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으로 말하는 놀이입니다. 세 문장 외우기에 좋다.
순간 이동! 타임머신 교실 코너를 돌며 가위 바위 보로 승부를 겨루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

이이다.
파워 레벨이 강해질수록 감옥에 갇힌 우리 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욱 강해져서 도전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팀에 공헌도가 높아져 슈퍼
맨이 된 것처럼 남을 도와줄 수 있다.
거기다가 구출한 사람들과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순간 이동을 하여 자신
이 한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알파벳 시장 놀이 하루에 세 번 열리는 시장에서 사진에 맞는 단어 알파벳 타일을 모으면 
달러를 벌 수 있다. 지루하게 외우는 단어가 아니라 알파벳 철자 한 개
라도 틀릴까봐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되어서 단어 철자에 관심을 갖게 하
는데 좋다.

어느 손가락이게? 각 손가락에 문장을 붙이고 짧은 문장 5개 외우기를 재미있게 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다.

수준별 온 클래스를 수업하기 위하여 교사는 표 3에 제시된 활동 중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시할 수 있고 또는 한 가지 활동을 수준을 달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온 클래스에서 수준별 
학습을 위해 교사는 협동학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수준별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질집단을 구성 시 low level 학생과 high level 학생을 함께 구성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동질 집단을 구성하고 각기 다른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사는 
디딤 영상을 학습한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집단을 구성하여 따로 지도할 수 있다. 온 
클래스는 수직적 수준별 수업을 설계하기보다는 수평적 수준별 수업을 설계하여 학생들이 
서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노정은. (2009). 수준별 Blended Learning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주.

박채형.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방향의 현실성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15(4), 
335-354.

방진하, 이지현. (2013). 플립드 러닝의 교육적 의미와 수업 설계에서의 시사점. 
한국교원교육연구. 31(4), 181-207.

Sams, A., & Bergmann, J. (2013). Flip Your Student’s Learning, Educationable 
Leadership, ASCD, March 2013, 70(6), 16-20.



- 124 -

거꾸로 학습 과정의 보완과 강화: 게임화의 적용

원은석 (목원대학교)

I. 게임화의 개념

그림 1. G러닝 수업에 열중한 학생

그림 1은 교과서 내용에 맞게 제작된 게임을 활용한 G러닝 영어수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다. 게임과 관련된 교수학습에 대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가자들과 함께 
전체 1분 정도 되는 이 수업 동영상을 자주 시청하는데, 저 학생의 모습이 등장할 때가 되면 
웃음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작은 술 임이 일어나곤 한다. 그리고 동영상이 끝난 후 영상에 
대한 소감을 나누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의견이 바로 ‘내 수업에 저렇게 집중하는 
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요즘 학교에서 저런 눈빛으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

게임화(gamification)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게임화는 게임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속성(몰입, 재미, 지속성)을 다른 분야에 접목하여 기존 체제를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게임화의 개념

그림 2는 앞서 제시한 게임화의 개념에 대한 그림이다. 이를 살펴보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용자가 플레이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면, 언제 시간이 흘 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하게 되고 
계속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 [재미], [몰입], [지속성]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고 이 키워드를 어떻게 공부에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게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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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자. 학생들이 정말로 재미있어하고 교사가 제시하는 활동에 눈을 반짝이면서 
몰입하며 수업을 더 하고 싶어 애태운다면 정말 환상적이지 않겠는가? 이처럼 게임화는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접하는 경험을 현실에 접목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기획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게임화에 대한 더욱 확실한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게임은 
중독성과 폭력성으로 경계해야 하는 콘텐츠인데 게임화를 내 수업에 접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이러한 질문은 게임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게임화는 게임 
플레이에 그 기반을 두고 있지만, 게임 콘텐츠에 비중을 두고 있는 개념이 아닌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접하는 경험에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어떤 게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즉, 재미있는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주는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게임화의 핵심 테마인 셈이다.

Ⅱ. 게임이 주는 경험

그렇다면,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경험을 제공해 주는가? 이 부분이 
평소 게임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게임은 경험을 통해서만 그 
속성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경험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게임 콘텐츠는 그 속성 상 
한 번에 모든 경험요소를 파악하기 어렵고 일정 시간이상 플레이를 해야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효율성을 위해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임의 플레이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표적인 경험요소를 추출해 보자.

1. 퀘스트(Quest)의 수행

퀘스트는 사용자가 게임플레이에서 수행하는 일종의 과제를 의미한다. 퀘스트의 내용은 
주로 게임의 스토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게임이 설정한 세계관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퀘스트 수행 과정은 퀘스트 내용을 해독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를 
파악하고 실제 플레이를 통해 목표를 구현한 이후, 보상을 얻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퀘스트 
수행을 성공할 경우 사용자가 받게 되는 보상이 매우 크기 때문에 퀘스트 수행은 
게임플레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퀘스트 수행의 과정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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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스트 수행은 크게 [퀘스트 수락], [퀘스트 수행] 그리고 [퀘스트 확인]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퀘스트 수락(출처: 와우인벤)

마지막 단서

대족장에게서 찾은 일지는 매우 방대한 내용이 담긴 것 같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
고 보니 글자를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문자가 워낙 허술하고 산만하게 쓰여 있
어 아무도 읽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노바라면 무슨 뜻인지 해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퀘스트 임무
여명의 설원에 있는 도노바 스노우덴에게 휘갈겨 쓴 일지를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퀘스트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퀘스트를 부여할 때 퀘스트를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이야기를 통해 제공된다. 즉,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트를 수행하게 되면, 게임 속 세계관에 
기여하고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게임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5. 퀘스트 수행(출처: 와우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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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지도를 검색해 보면, 퀘스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명의 설원]이라는 게임 속 공간을 찾아가서 
[도노바 스노우덴]이라는 NPC를 만나야 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는 게임지도를 확인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6. 퀘스트 확인(출처: 와우인벤)

이처럼 퀘스트에서 주어진 목표를 완료하면, 그림 6과 같이 멋있는 효과와 함께 퀘스트 
완료에 따른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보상은 내 캐릭터의 레벨과 능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보상이 게임 플레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된 수단이다. 그리고 퀘스트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더 값진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플레이어가 퀘스트에 도전하게 된다.

그림 7. 아이템의 비교

       

            아이템을 장착하지 않은 캐릭터            높은 수준의 아이템을 장착한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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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퀘스트 플레이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살펴 본 
내용 중 무엇이 게임화에 이용할 키워드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 제시한 퀘스트 수행 과정과 
그림 3의 효과 항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각 과정 별 주된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다. 
[퀘스트 수락] 과정에는 ‘맥락’과 ‘당위성’이라는 요소가 플레이어에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퀘스트 수행]에서는 게임이 주는 재미, 즉 
참여자가 참여하는 활동이 제공하는 재미가 플레이어를 플레이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퀘스트 확인]은 퀘스트 수행 이후 받게 되는 보상으로 인한 성장, 성취 
그리고 과시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게임에 친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바로 과시인데, 이 
과시가 플레이어로 하여금 게임을 플레이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과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7을 살펴보면, 왼쪽은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캐릭터이고, 오른쪽은 
최고 수준의 장비를 장착한 캐릭터이다. 한 눈에 오른쪽 캐릭터가 왼쪽 캐릭터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도 훨씬 뛰어나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앞서 보상에서도 언급한 대로 좋은 
아이템은 게임 속에서 어려운 과업을 수행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좋은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고수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수단이 된다.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도 좋은 장비를 장착한 플레이어가 어려운 과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Ⅲ. 게임화의 주요 키워드와 사례

그림 8. 보완과 강화의 의미와 사례

앞서 게임화(gamification)는 게임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속성(몰입, 재미, 지속성)을 다른 
분야에 접목하여 기존 체제를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살펴보았다. 게임화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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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ttle Bank Arcade

그림 9. Bottle Bank Arcade

덴마크에서 진행된 게임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분리수거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점수판을 설치하고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점수판에 
불이 들어오면서 효과음과 함께 점수가 올라가도록 구성하였다. 

2. Speed Lottery

그림 10. Speed L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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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진행된 게임화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소 운전자들이 속도 제한구역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운전하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속도 제한구역에 그림 10과 
같이 복권당첨을 알리는 표지판과 함께 속도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가 제한속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면 카메라를 통과하면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표지판 조명이 반짝이고 
효과음이 나온다. 그리고 정확하게 속도를 맞춰 통과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해당 
자동차 주인의 집으로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편지를 발송해 주었다. 그 결과 본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의 속도위반 사례가 줄고, 사고 발생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한다.   

Ⅳ. 게임화 구성의 핵심 요소

그림 11. 게임화 구성의 핵심 키워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게임화의 특성을 실제 교수학습 활동에 접목해 볼 차례이다. 
게임화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떤 활동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에, 
게임화의 접목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보상]을 살펴보면,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활용할 것인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게임화의 기획은 활동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 내용은 활동지를 통해 함께 기획하고 생각해 보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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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거꾸로 수업을 토대로 기획한 수업을 조건에 따라 분석해 봅시다.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의도대로 잘 되는 것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의도대로 잘 되는 것

도입

전개

정리

위의 분석 결과에서 [보완]하고 싶거나 [강화]하고 싶은 요소 선정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 보완
의도대로 잘 되는 것 ->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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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보상의 기획

-모든 경우를 만족시키는 보상은 없다!: 목표의 단순화 구체화
-새로운 체제도입의 부담은 1/n: 부담을 학생들과 나눌 것
-게임은 경험재: 게임은 경험을 통해 역량이 향상됨
-학생의 게임역량은 교사보다 높다: 교사는 따라잡을 수 없음

1. 무엇을 보상으로 줄 것인가?
 [고려요인] - 현실적으로 가능한 보상인가?
           - 참여자에게 매력적인 보상인가?
             ‧ 참여자가 획득을 원하는가?
             ‧ 획득하면 보상의 가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가?

2.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고려요인] - 보상 습득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도록 기획할 것인가?
             ‧ 누구나 주어진 과정만 거치면 취득이 가능한가?
             ‧ 과정의 난이도가 적절한가?
             ‧ 과정의 달성이 수업의 목표달성과 연계되는가?
           - 보상 체제 접목과 관련된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3.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려요인] - 보상의 가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일회성/고정가치(희소성)/연계성
           - 보상 및 보상획득 과정의 가치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 보상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과 보상의 가치를 학습활동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심화학습/보충학습, 내적동기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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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3] 

기획 내용의 정리

-자신이 기획한 게임화를 접목한 활동을 도식화하고 세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1. 프로세스의 도식화

2. 각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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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좌장:  이승렬(한국항공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대학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ES(A)P 사례 및 연구

15:10-15:50
글로벌 시대를 위한 대학 영어교재개발과 수업 사례: MAEP 중심으로      

- 정성희(숭실대) 

15:50-16:30
ESP Cours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an General Healthcare English 

Course Make a Difference? – 심수진(건양대)

16:30-17:10
영어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 연구: 한국과 미국 직장인의 무브비교 

- 박상희, 전지현(이화여대) 

17:10-17:40
대학 영어교육의 전환: 특수목적 영어교육 (토론) 

- 이승렬(한국항공대), 안성호(한양대), 전지현(이화여대), 하종범(금오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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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를 위한 대학 영어교재개발과 수업 사례: 전공연계 

프로그램 (Major Affiliated English Program: MAEP) 중심으로 

정성희 (숭실대학교)

I. 서론

대학 영어 교육에서 전공영역이라는 특수 목적까지 포괄하는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수업에 대한 교육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학 영어 교육의 변화와 
다양성을 위해 교수 목적과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ESP를 포괄하여 영어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박준언, 2003, 2004, 2006; 오선영, 2009; 이효신, 2014; 정성희, 2015)는 담론은 더 
이상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 특히 ESP분야를 포괄한 영어 말하기와 쓰기 혹은 영어로 
발표하기(presentation)를 포괄하는 영어수업을 전공으로 혹은 교양 분야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하고 다양한 교수법 또한 요구된다(정성희, 2015). 

최근 ESP의 효용이나 ESP를 활용한 연구 중 경영, 경제, 통상계열에 쓰이는 영어 관련 
연구(신명희, 2014)에서는 비즈니스라는 특수목적 환경에서 쓰이는 소통 도구로서의 영어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외 IT와 영어 교육을 융합하거나(박상수, 권선희, 김수환, 정희태, 
2009), 공학계열 재학생과 교수자의 요구를 분석한 교양 영어 교육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홍영지, 이정민, 2011) 등 ESP 관련 요구와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ESP 관련 
교수법을 확대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한 영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공영역을 반영하는 특성을 갖는 
ESP수업의 교수법 영역 연구에 주목하였다. 특히 경영학부,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특화된 
ESP수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전공연계 비즈니스 영어수업(Major-Affiliated English 
Program, 이하 MAEP)에서 말하기, 쓰기, 소그룹 발표 능력을 포괄하기 위한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전공 영역 관련 내용을 
포괄하여 영어 말하기 쓰기 및 전문 발표 영역을 포괄하는 커리큘럼 개발에 필요한 과정을 
보고하기 위함이다. 둘째, 이러한 전공 영역을 포괄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실제 
교수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 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영어말하기, 쓰기, 발표하기 등 종합적 
영어능력이 필요한 ESP 비즈니스 영어 수업이외에 다른 전공 연계 영역에 대한 비디오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기 위함이다. 

Ⅱ. Major Affiliated Program (MAEP): 전공 연계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중점 고려사항

1. MAEP 개발 배경 및 목적 

본 프로그램 개발 참가자는 서울 소재 S 대학 교양과정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 5인이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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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단계 및 
핵심 내용
Keyword

수업
주차

Week
각 차시 학습주제

Topic of the Classes
각 차시 교재 범위 

Textbook & Activity
수업 활동 내용 및 

Off-line 
Feedback

Course 
Introduction, 
Rapport

1st-
3rd

Introducing My Dream 
Company and Writing a 
Business Proposal

Unit I: Introducing My 
Dream Company

Face-to face 
Feedback (FFF)
& Discussion 

Reading, 
Listening, 
Speaking, & 
Writing (RLSW)

4th Finalizing & Feedback 
(Practice of Writing an 
e-mail Proposal)

Unit I: Introducing My 
Dream Company

FFF & 
Discussion

RLSW 5th-
6th

Clarifications, Useful 
Expressions & Writing 
a formal Letter of 
Clarification 

Unit II: Dealing with 
Miscommunications 

FFF & 
Discussion

RLSW 7th Useful Expressions & 
How to Make 
Presentations Materials 

Unit III: Doing Business 
Presentations

FFF & 
Discussion

RLSW 8th Preparing for & Making 
Effective Presentations

Unit III: Doing Business 
Presentations

FFF & 
Discussion

RLSW 9th Case studies: 
Making & Evaluating 
Presentations 

Unit III: Doing Business 
Presentations

FFF & 
Discussion

RLSW 10th Video-taping & 
Presentation

Presentation, Practice, 
& Writing a Reflection 
Paper 

Group 
Presentation 

RLSW 11th Case studies & Sample 
Analysis for Dealing 
with Angry Customers 

Submitting the Paper 
Unit IV: Dealing with 
Complaints 

FFF

RLSW 12th Useful Expressions & 
Tips for Dealing with 
Angry Customers 

Unit IV: Dealing with 
Complaints 

FFF

개발 기획을 맡은 A교수의 전문 영역은 영어쓰기, 말하기, 교수법 및 언론정보학, 공동개발을 
맡은 3인 교수의 전문 영역은 언어학, e-literacy, 영어교육이며, 교정과 최종 수정을 맡은 
원어민 교수의 전문 영역은 글쓰기 및 집필 영역이다. 본 전공연계 ESP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본 S 대학 경영학부 커리큘럼 특성에 맞추어 3학점 전공기초 커뮤니케이션 강의로 
편성되었고, 경제학부 커리큘럼 특성에 맞추어 2학년 전공 선택 특강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두 반 모두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강의자가 100% 영어를 사용한 영어매개 
강의(English-mediated-instruction: EMI)로 총 16주간 운영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비즈니스 영어 수업 구성과 진행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다섯 단계로 
나뉜다. 첫째, 가상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제안서(English-proposal) 쓰기, 둘째, 
비즈니스상의 오해 혹은 소통 장애(miscommunications)상황을 반영하는 영어 이메일 쓰기, 
셋째, 문제 상황 및 해결을 보고하는 공식 프레젠테이션(이하 소그룹발표)하기, 넷째,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공식 사과 서한(apology letter)쓰기, 다섯째, 계약서 이행에 필요한 
상호기 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쓰기로 구성되었다. 교재 개발과 
커리큘럼을 위해 구조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영어로 설계 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구조화한 커리큘럼은 아래 표 1과 같다. 총 개발 기간은 파일럿 기간 6개월, 실제 적용 및 
시범 사용기간 6개월, 최종 출판을 위한 과정 및 재수정 기간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표 1. 경영학부, 경제학과 MAEP 수업 진행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일정 



- 139 -

RLSW 13th Writing an e-mail 
Responding to 
Complaints

Unit IV: Dealing with 
Complaints 

FFF

RLSW 14th- 
15th

Preparing for & Writing 
NDA

Unit V: Non-Disclosure 
Agreement 

FFF

2.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연구 결과 

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교수요목 단위를 구조화하고 각 교수들끼리 전문 
영역 및 챕터를 할당하였다. 주어진 챕터와 관련된 자료라면 경영, 경제, 금융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전문 서적, 인터넷, 전문가 자문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소모임을 운영하며 매 주 2회 이상 모여 공동 학습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각자 맡은 
챕터관련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여 자유로운 분위기로 상호 설명하며 그룹스터디를 하는 
방식으로 소모임을 운영해 나갔다. 회의 상황에 따라 원어민을 포함하지 않은 챕터 아이디어 
구상회의 및 원어민을 포함한 언어수정 회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하였다. 본 소모임을 위해 학기 중, 방학 등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하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으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소모임 일정을 잘 조정하였다. 본 
데이터를 근거로 한 MAEP 교재는 MAEP for Communication Skills in Global Business 
& Finance(정성희, 김지혜, 송은혜, 복은임, 2015)를 보면 이해가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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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 Cours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an General 

Healthcare English Course (GHEC) Make a Difference?1

Soo-Jin Shim (Konyang University)

I. Introduction

In the new millennium, “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 has already become a 
cliché title on the books of many authors studying the status of English language 
throughout the world (Canagarajah, 2007; House, 2003; Jenkins, 2006) and Bolton 
(2008) mentioned that English is now even “an Asian language” (p.3). This 
dominant role of English might be reflected in the fact that there are no 
universities or colleges in Korea that do not run mandatory English courses as 
general liberal arts subjects and/or discipline-required subjects. Then, what kind 
of English courses would be most desirable and effective at the tertiary level in 
order to conform to the contemporary interdisciplinary and practical academic 
demands in the globalized world of complexity and dynamism?

This study explored the viability of ESP and a course for it by introducing ESP, 
by conducting needs analyses (NA), by developing an ESP course or ‘GHEC’ 
(General Healthcare English Course) for the students of a healthcare college in 
Korea, and then by implementing the tailored course accompanied by subsequent 
course evaluation. The incubation of this study started from seeking an alternative 
for a more effective and needs-focused college English education under the 
background of EFL in Korea in a knowledge-based society.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GHEC as well as the problems of current 
uniformed college English curriculum in my local context, I had an emancipatory 
potential to make a change through this action research (AR) project. 

This study had five goals: (1) to put the need for change into action in a 
bottom-up way from a mere powerless inside instructor, (2) to listen to the voices 
around me and communicate openly, (3) to have our course contain the voices of 
my students and me, (4) to spread ESP as a solutional clue not just as an 
approach, and (5) to learn more and develop professionally. With those goals, this 
study was motivated by three research questions: (1) How will the tailored ESP 
course for EFL healthcare students be designed through NA, subsequent syllabus 
design, material development and relevant decision making in the framework of an 
action research?, (2) How will the discipline-domain students react to the tailored 
ESP course after they have taken the course?, and (3) What could be reflected and 
suggested for the next upgraded course design?

1 This is part of my doctoral dissertation entitled ESP Cours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Action Research for Healthcare College Students in Korea (Shi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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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ethodology

Previous studies on EMP (English for Medical Purposes) have largely dealt with 
medical English for doctors and nurses, and literature on ESP in Korea has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NA. To bridge this literature gap, an ESP-AR course 
development research design model was posited as shown in Figure 1. The model 
allowed this study to connect ESP course design (Bastukmen, 2006, 2010; 
Dudley-Evans & St. John, 1998; Hutchinson & Waters, 1987) with implementation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AR spiral cycle (Kemmis & McTaggart, 2008, 2014). 
The initial idea of this study was conceived at the very beginning stage of ‘defining 
problems’. The spirals in the figure indicate the processes of AR cycle and the 
boxes imply the procedures of ESP course development methodology. The first 
full-scale big cycle of this AR project began with ‘Phase 1. Planning: NA and 
Course Design’ including multidimensional NA, syllabus design and material 
preparation. ‘Phase 2. Action: Course Implementation’ and ‘Phase 3. Observation: 
Course Evaluation’ involved implementing the planned GHEC, observing and 
recording lessons, and evaluating the course units. ‘Phase 4. Reflection’ indicated 
reflecting upon the processes of the course and the consequences of the course 
action in reality. Then, another big cycle spun starting from ‘Phase 1. Re-plan’ in 
which revised plans and suggestions were engaged. The scope of this study 
covered from the four phases of the first cycle to the first phase of the second 
cycle. The remaining phases of the second cycle were left with dotted lines.

Figure 1. ESP-AR Course Development Research Desig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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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processes, the multidimensional NA employed a mixed method 
combin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s in an AR paradigm. Figure 2 
shows multiple dimensions of the NA, the flow of the analysis results, the filtering 
layer of other influential variables including theories, constraints, policies, and so 
on., and the final output of syllabus, material and evaluation. For the NA, I 
collected survey data from 1244 students, 123 graduates and 30 domain 
instructors, and also interview data from 35 students, 12 graduates and 10 domain 
instructors of the healthcare college comprising eight departments of occupational 
therapy, hospital management, optometry,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radiological science, dental hygiene, physical therapy,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There was 4 staff from the personnel department of target hospitals who 
could be interviewed on the phone. As to GHEC, 24 students participated in it and 
a colleague observed it.   

Figure 2. Multidimensional Needs Analyses and Decision-Making Process Approach

The study made use of four surveys including three online questionnaires for NA 
and a course evaluation questionnaire: one for healthcare college students, 
another for their discipline-domain instructors, a third for the college graduates in 
multidimensional NA and finally one for GHEC students in course evaluation. In 
addition to th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GHEC class was observed by a 
colleague instructor. The teacher-researcher wrote teaching logs, the students 
learning logs, and the colleague-observer observation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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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ults

In target situation analysis of NA, only 2.2% of the graduate participants 
emphasized the certified test scores of English in case they would apply for a 
better job position, whereas 86.1% expressed the necessity to learn English relating 
to their fields. The top response category about task situations at work was about 
‘international patient/client service’ (43.8%) that can happen usually at normal 
general hospitals these days, and it included the elements of general hospital 
affairs and tasks such as appointment scheduling, hospital admission and 
treatment, consultations, follow-up care, medical travel, and education for foreign 
hospital staff, etc. Other categories (42.3%) were more likely linked to 
content/information managing ability relating to their specific domains. With regard 
to deficiency and learner factor analysis, both students and professors groups 
indicated students’ lacks of speaking skill as foremost and showed high anxiety 
about English. Considering ESP-learning needs, the need for GHEC obtained the 
support of 53% by professors, 66% by students and 70% by graduates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multidimensional NA and decision making process, the 
course was created as an ESP course for general healthcare occupational 
purposes, GHEC which equipped content-based syllabus with speaking skill focus 
and task-based methods. GHEC syllabus was presented as the following 
fundamental direction: 

 Wide-angled EOP-oriented pre-experience course with basic discipline content
 Communicative approach on a speaking outcome basis using the students’ 

discipline domain-related themes and vocabulary. 
 Content-based instruction (CBI) with discipline content-specific input of 

listening and reading using authentic healthcare related texts (e.g., textbook 
texts, ‘Ebola’ virus article, etc.) and ‘realia’ (e.g., the university hospital itself, 
brochures, booklets, laboratory, lab instruments, etc.).

 Task-based language teaching (TBLT) and/or problem-based learning (PBL): 
e.g., tasks/problem solution and role-plays associated with hospital situations, 
poster-presentation, etc.  

 In compliance with “competency-based curriculum” setting and “active 
learning”-oriented instruction under the environmental constraint as the 
course is part of the local A university context.

Besides, the applicable/variable elements concerned active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critical pedagogy, experiential learning, and modular instruction. GHEC 
consisted of a format of four modules – (1) ‘Healthcare news and my study,’ (2) 
‘Human body and medical terminology,’ (3) ‘Health and hospital,’ and (4) ‘Medical 
Korea and my job’ ― narrowing down from broad and general themes to more 
specific and specialized 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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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bola Poster Presentation Example Figure 4. My Field Role-play Example

Course objectives were described as ‘can-do’ statements and four representative 
lesson plans were constructed to implement four model units, which involved a 
series of tailored tasks of ‘Ebola poster presentation,’ ‘anatomy micro-teaching,’ 
‘hospital tour guide,’ and ‘my job field role-play.’ The pictures in Figure 3 and 4 
show the scenes of the poster presentation and pathology-related role-play. In 
terms of materials preparation on the principles of authenticity, audio/visual aids, 
and realia, I provided the students with CNN Student News with authentic photos 
about Ebola, various anatomy parts worksheets for the micro-teaching task of 
several discipline-domains, genuine hospital brochures/hospital tour, and OET 
(Occupational English Test) speaking-task samples for role-plays. 

Twenty-four second-year students took GHEC and the students showed a positive 
reaction with their active participation through course evaluation survey, 
teaching/learning logs, and class observation by a colleague. The course 
evaluation results indicated an average satisfaction level of 3.9 out of 5 including 
high values on especially the GHEC materials (4.21) and tasks (4.08). Students 
expressed that they have become more ‘active,’ ‘confident,’ and ‘professional’ with 
less affective filters and less boredom. However, class time management has been 
at issue to be addressed. 

IV. Conclusion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future course re-planning suggestions as a beginning stage of another AR 
cycle,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through reflections were presented: (1) ESP 
can perplex general learners or a teacher, but also freshly challenge, (2) A 
facilitative teacher and team-directed tasks can make ESP learners more active, 
and (3) Tailored ESP content enabled learners to productively elicit their 
background domain knowledge and interest. Further, constructive suggestions for 
upcoming upgraded GHEC and similar courses were made: i.e., considerations of 
students’ entry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content specificity issu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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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of discipline departments, target hospital situation, speaking boost with 
the whole-language approach, flexible adoption of TBLT (Task-Based Language 
Teaching)/PBL (Problem-Based Learning)/PBL (Project-Based Learning), e-learning 
system for efficient time management, and ESP practitioner’s roles as facilitator 
and learner in the ESP teaching context. 

Meanwhile, in the course of conducting this AR in a local natural setting, the 
concept of ESP has been spread by means of the teacher/researcher and study 
participants, and then some good signs of changes toward the ESP course have 
appeared. Some example signs were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presentation in English and the request for an intensive healthcare English course 
during vacation. This suggests that as an alternative or an additive to general 
college English education, the GHEC study could open a real possibility of ESP with 
more needs-focuse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a higher education of the EFL 
sett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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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비지니스 요청 이메일 연구: 한국과 미국 직장인의 무브비교

박상희, 전지현 (이화여자대학교)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터넷의 발달과 국제 기업간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로 이메일은 기업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이메일 없이 근무하는 직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Waldvogel, 2007).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특히 요청은 모든 언어권에서 보편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Yates, 2010), 효과적인 요청 이메일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계를 더 악화 시킬 수 있어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제2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요청기술은 매우 중요하다(Fraser, 1978). 요청을 할 때 
상대방의 문화와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해야하므로 많은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 
때문이다(Achiba, 2003). 

요청 이메일은 비즈니스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학술논문(Swales, 1990), 비즈니스 레터(Nguyen & Miller, 2012), 자기소개서(Lim, 2010)의 
무브를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나는 한국과 미국 직장인의 요청스타일을 비교하여, 
영어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영어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한국과 미국 직장인의 요청 이메일을 비교해 볼 때

1. 무브의 사용 순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무브의 사용 빈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무브의 길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직장인의 요청화행에 대한 연구가 현재 매우 드물고, 특히 본 연구가 직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메일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어 비즈니스 이메일 교육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한국 직장인 30명, 미국 직장인 30명을 연구대상으로 Discourse Completion Task(DCT)1 
설문방식으로, 기업 내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요청 이메일을 영문으로 

1 DCT는 주어진 상황에서 실험 참여자에게 문자로 된 원문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지이다(Kasper, 
2000). DCT는 설문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문서화시켜 높은 양질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설문지
의 응답 간에 비교 분석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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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 내용
무브1 이메일제목(Title)
무브2 안부인사 (Small talk, Saying hello)
무브3 자기소개 (Introducing oneself)
무브4 이메일의 목적전달 (Purpose of e-mail)
무브5 상황설명 (Background information)
무브6 요청 (Request)
무브7 보조어구 (Supportive move)
무브8 가능여부 확인 및 회신요청 (Asking availability and answer)
무브9 정중한 끝맺음 및 서명 (Polite closing)

작성하게 하였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한국과 미국 직장인의 직종과 평균 연령을 통일시켰다. 
미국 DCT 설문 참여자의 다른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근무하는 미국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문 패널 수집 기관인 미국 
Qualtrics Panel 팀을 이용하였다. 한국인 설문대상자는 실제로 외국인과 영어 이메일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메일 수신자의 직급과 친 도를 동일하게 설정했다.

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모든 DCT 설문은 컴퓨터로 작성하도록 진행하였다. DCT 설문응답은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설문 사이트(http://ewha.qualtrics.com)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NVivo버전10을 이용하여 코딩 하였다.

텍스트 구성분석은 본 연구상황에 적합한 무브 분석 기준표를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무브 
순서, 무브 사용빈도, 무브 길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무브 분석 기준표는 Nguyen와 
Miller(2012)의 연구에서 활용한 기준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무브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에 활용된 무브 분석기준

Ⅲ. 연구결과

1. 무브 사용 순서

자주 나타나는 무브 사용 순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 직장인의 경우는 무브6-5-6 패턴이 
가장 많았고(27%), 미국 직장인의 경우는 무브7-6-7 패턴이 가장 많았다(30%). 즉 한국 
직장인은 요청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미국 직장인은 보조어구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메일 도입패턴을 분석한 결과, 미국 직장인은 안부인사 이후 바로 상황설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43%), 한국 직장인은 특정한 패턴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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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5(상황설명)와 무브6(요청)의 순서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무브5-6(간접적 요청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한국 직장인(36%)이 미국 직장인(13%) 
보다 무브6-5(직접적 요청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2. 무브 사용빈도
 
무브 사용빈도를 집단 간 분석한 결과, 한국 직장인의 총 무브 사용빈도가 미국 직장인보다 

높았다(243 vs. 228). 한 무브가 다른 무브로 바뀔 때 사용빈도가 카운트되므로, 한국 
직장인은 무브를 여러 번 변경하여 이메일을 작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브 사용빈도를 집단 내 비교한 결과, 한국 직장인은 요청 무브를, 미국 직장인은 요청 
무브와 보조어구 무브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3. 무브 길이

무브 길이를 집단 간 분석한 결과, 이메일제목 무브를 제외하고, 한국 직장인의 무브 
길이는 미국 직장인의 무브 길이보다 모두 짧았다. 추가로 각 집단이 사용한 단어의 
종류(Type)를 파악한 결과, 한국 직장인은 평균 474개의 단어를 쓰는 반면, 미국 직장인은 
평균 660개를 사용하였다.

무브 길이를 집단 내 분석한 결과, 한국 직장인이 작성한 이메일에서는 상황설명 무브의 
길이가(평균단어 39.7개), 미국 직장인은 보조어구 무브의 길이가 가장 길었다(평균단어 
49.6개).

Ⅳ.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첫째, 무브 사용 순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 직장인은 요청을 반복하는 반면, 미국 직장인은 
직접적인 요청보다는 이를 돕는 보조어구(칭찬하기, 보상하기 등)를 반복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국 직장인은 무브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았으며, 이메일 
구성체계가 부족하였다. 한국 직장인은 상대방의 체면을 공격할 수 있는 직접적 요청전략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요청전략은 상대방에게 무례하다 느껴질 수 있으므로 중의를 
요한다.

둘째, 무브의 사용빈도를 집단 간 분석한 결과, 한국 직장인이 미국 직장인보다 무브의 총 
사용빈도는 높았으나, 사용한 총 단어 수는 더 적었다. 본 결과는 한국 직장인의 부족한 영어 
이메일 글쓰기 실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집단 내 분석한 결과, 효과적인 요청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미국 직장인은 상대방에게 칭찬을 하거나 보상하는 등의 설득을 자주하는 
반면, 한국 직장인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설득없이 반복적인 요청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명희(2013)는 한국인은 자신의 부족한 영어실력을 염려하면서 요청화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했다. 하지만 요청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요청 메시지 전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설득하는 보조어구의 사용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직장인에게 영어 이메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무브의 길이를 집단 간 분석한 결과, 한국 직장인은 미국 직장인보다 대체적으로 
짧은 이메일을 작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나치게 짧은 무브 길이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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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한국 직장인은 안부 인사와 맺음말 무브를 매우 짧게 
사용했는데, 이는 한국 직장인이 스몰토크 능력과 이메일 매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브 길이를 집단 내 분석한 결과, 미국 직장인은 요청하는 비즈니스 
이메일을 작성할 때 단순하게 상황설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칭찬하며, 부담을 
줄여주는 보조어구를 함께 이용한 반면, 한국 직장인은 단순한 상황설명과 요청으로 이메일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국 직장인의 부족한 요청기술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메일이란 새로운 매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메일은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비교적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여서 제2외국어로 작성하는 이메일 글쓰기 교육은 
현재 매우 부족하다. 또한 언어적 규범이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아 비원어민들이 영어 이메일 
내용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Baron, 2002). 

둘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교육 시,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이메일 구조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한국 직장인의 임의적인 무브패턴을 볼 수 있었다. 
Bhatia(1993)에 따르면, 일관성 없이 여러 번 반복되는 무브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저해한다. 

셋째, 한국 직장인에게 스몰토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스몰토크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한국 직장인의 부족한 스몰토크 역량이 
나타났다. 

넷째, 고급 영어교육에서는 체면전략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체면전략을 잘 사용한다면, 어떤 업무를 요청할 때,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고, 기분좋게 화자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게 되며, 비즈니스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 

다섯째, 상대방의 문화를 고려한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교육이 필요하다.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이메일은 결국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상대방의 문화를 수용 
(accommodation)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효과적인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Ⅴ.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DCT 설문에 참여한 대상이 소수이므로, 무조건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며, 본 
DCT 설문에 사용한 DCT 설문지는 가상의 상황에서 작성된 비즈니스 이메일이므로, 
실제상황의 비즈니스 이메일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CT 설문 시나리오를 
상대방과 동등한 권력과 낮은 거리관계로 제한시켜 두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두변수(권력과 
거리관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상황에 따른 요청화행을 비교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어 비즈니스 이메일에 필요한 교육이 단순 언어적 교육이 전부가 
아니며,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교육 또한 포함되어야 함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이 향후 
효과적인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 교육에 긍정적인 지침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 150 -

참고문헌

Achiba, M. (2003). Learning to request in a second language: Child interlanguage 
pragmatics. Clevendon, UK: Multilingual Matters.

Baron, N. S. (2002). Who set the e-mail style? Prescriptivism, coping strategies, 
and democratizing communication access. The Information Society, 18(5), 
403-413.

Bhatia, V. K. (1993) Analyzing genre: Language use in professional settings. 
London: Longman.

Fraser, B. (1978). Acquiring social competence in a second language. RELC Journal, 
9(2), 1-21.

Kim, M. H. (2013). How appropriately do Korean college students make Email 
requests in English? Modern English Education, 14(1), 1-21.

Lim, S. B. (2010). Genr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ESP writing: Moves and 
metadiscourse in job application let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Nguyen. H., & Miller, J. (2012). Exploring business request genres: Students’ 
rhetorical choices. Business Communication Quarterly, 71(1), 5-28.

Swales, J. M. (1990). Genre analysis: English in academic and research set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dvogel, J. (2007). Greetings and closings in workplace email.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2), 456-477.

Yates, L. (2010). Speech act performance in workplace settings. In A. Martínez-Flor 
& E. Usó-Juan (Eds.), Speech act performance: Theoretical, empir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pp. 109-126). Amsterdam: John Benjamins.



- 151 -

대학 영어교육의 전환: 특수목적 영어교육 

이승렬(한국항공대학교)
                                                                안성호(한양대학교)

전지현(이화여자대학교)
하종범(금오공과대학교)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는 극단적인 아이러니는 사회에서 인문학 도서나 강좌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몇몇 선도적인 종합대학을 제외하고 많은 대학에서 대학특성화평가나 
프라임사업 같은 국책 사업을 위하여 인문학의 산실인 인문대학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 
와중에서 인문대학에 소속된 영어영문학과들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 다른 
맥락으로 실용성을 강조하며 대학에서는 인문학적인 전통에 기반으로 한 ‘대학영어’라는 
교과목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하며, 그 이면에는 대학영어 무용론까지 함의되어 있지 
않나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이런 현실 인식에서 외국어 학습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노출(exposure), 사용(use), 
동기(motivation)를 기반으로 영어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통한 언어입력이 늘어나면 
능력이 융합되며 궁극적으로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증진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된다. 또한 영어 사용 능력을 함양하는 쪽으로 영어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지만 
전공교육의 강화로 턱 없이 적은 시수로 영어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의견 1)
적은 시수로 영어교육을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의 영어를 

필요한 수준만큼 일단 먼저 갖추고 이후 점차로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를 추가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생각해봄직하다. 예를 들어, 일상적 영어회화가 필요한 사람은 영어독해를 
통해 학습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어대화문을 먼저 많이 접하고 필요한 
배경적인 지식과 필요한 영어표현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중심으로 학습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반면, 독해와 작문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듣기와 말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지문을 수준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읽는 학습부터 하는 것이 투자시간대비 효과가 클 것이다. 
성인학습자라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영어부터 영어를 학습 할 필요가 있다. 

(의견 2)
또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이 팽배한 현실에서 영어교육을 비즈니스로 생각하여  소비자와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며 외국어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 
사회가 글로벌화로 영어노출이 빈번해지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서, 기본적인 
영어학습 수요는 오히려 줄고,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 컨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어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지 파악하고 우리의 영어교육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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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3)
넓은 의미로 보자면 EGP(English for General Purposes)를 제외하고는 모두 ESP라 볼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EAP와 EOP(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s)를 대학 
영어교육에서 필요한 ESP 범주에 넣고자 한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EGP는 고등학교 과정 
혹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끝내고, 대학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ESP 교과목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TP(English for Test Purposes)는 교내 어학원이나 교외 학원 등을 
통해 학생 개인이 다루어야 할 대상일 것이다.

(의견 4)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이 조사한 요구분석에서 그 학교에 개설된 영어 교과목 중 가장 

필요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과목으로 대학교 1학년에 교양필수로 개설된 한국인과 
영어원어민이 담당하고 있는 ‘영어의 이해’와 ‘영어의 표현’이라는 교과목을 꼽았다. 그 
이유로 영문 해석이나 문법 위주의 이해과목 교육과 기초 회화 연습 중심의 표현과목 교육 
방식을 들었다. 이런 인식은 EGP중심의 대학영어교육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동일 학생들이 학과의 요구와 연계된 영어교과목(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 
1학년에 개설되는 ‘대학영어’의 교수요목에 주제문 찾기, 문단 구성과 전개, 정보 찾기와 같은 
읽기 또는 쓰기 전략과 관련된 내용과 보고서 쓰기나 발표나 토론하기와 같은 수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학영어’의 교수요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대학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영어강의’의 
문제이다. ESP 교과목을 시행한다는 전제로 좀 더 세분화하면 EGAP(English for general 
academic purposes)-ESAP(English for specific academic purposes)와 EGOP(English 
for general occupational purposes)-ESOP(English for specific occupational 
purposes)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이슈가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EGAP와 ESAP는 교양 영어 담당부서가, ESAP와 ESOP는 해당 전공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전공-교양영어 간 팀티칭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ESAP와 ESOP의 경우, 영어 
전공강의라는 형식으로 전공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강의를 맡은 전공 교원들이 내용 전달에 더하여 얼마나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가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미래에는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휴대폰의 앱으로도 제공되며 일반영어교육의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고, 영어교육은 보다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똑같은 영어교육보다는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영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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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화 통합 교수요목 모형

김경한 (한국교원대학교)

I.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필요성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화이해능력은 의사소통능력과 함께 영어과 양대 총괄목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소통능력과는 달리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능력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자료와 방안이 실제로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목표가 단지 교육과정 문서상에 
선언적인 의미로만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영어과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교육부, 1994, 2007, 2011), 아직까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미미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1990년대 
의사소통교육 중심의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때, 문화교육의 문제는 
오늘날까지 25여 년 동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미국의 인류학자 겸 언어학자인 Sapir와 그의 제자 Whorf의 가설(the Sapir-Whorf 
Hypothesis) 이래 많은 학자들은 언어와 문화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로 
간주하였다(Anstey & Bull, 1966; Klopf & Park, 1982; Lado, 1964; Nisbett, 2003; 
Rivers, 1981; Sapir, 1921; Stewart & Bennett, 1991). Steffensen, Joag-Dev와 
Anderson(1979)에 의하면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습자의 경우, 원어민에 
비해 어휘와 구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어 입력 자료에만 오롯이 
의존할 수 없으며 여타 다른 비언어적인 장치―몸짓, 그림, 사전, 스키마 등―의 도움을 받아 
종종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고 한다. EFL 학습자는 말과 글을 이해하는데 몇몇 어려운 어휘나 
구문보다는, 특히 스키마가 결여되어 있을 때 보다 큰 지장을 받는다고 하였고, 해당 문화 
스키마가 결여되어 있는 글보다 자신에게 친숙한 문화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이해하는데 더 
뛰어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Byram(1997)은 외국어교육에서 문화간 이해능력을 
의사소통능력을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 요소로 포함시키고 외국어교육의 목표로서 소위 
‘문화간 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CC)의 개념을 주창한 
바 있다. 그는 Canale과 Swain(1980) 및 van Ek와 Trim(1991)이 제시한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요소들을 바탕으로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 사회언어학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문화간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의 네 가지 요소를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는 
작금의 국제화 시대의 영어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의사소통의 개념에서 문화 요소가 빠진다면 그것은 국제화 시대에 매우 피상적인 의사소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혜련(2003)과 박약우(2005)는 현행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 
하에서 언어 기능 중심의 영어교육이 ‘고비용, 저효율’의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를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문화적 배경지식의 역할을 간과한 채 단지 ‘부족한 언어 입력’과 같은 이유를 
들어 언어적인 문제 탓으로만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문화적 배경지식을 
통해 현행 언어 중심 교육의 단점을 보완해줌으로써 효율적인 언어 습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언어와 문화는 상호 불과분의 관계라고 할 때,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는 목표언어의 습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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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원어민의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문화교육이 암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문화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는 교실 
밖 일상에서 외국어 문화와의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교실 상황에서 문화교육이 언어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 구현 가능한 언어·문화 
통합 자료와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현재의 언어 중심 영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영어과 교육과정의 양대 총괄목표를 모두 통합적으로 달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 및 문화교육의 본질을 문화패턴(cultural 
patterns)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재조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교수요목을 
확립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난제였던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분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문화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능력’과 ‘문화이해능력’의 배양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확립한 것은 지금까지 줄곧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의 일관된 
방향성이다(최진황, 박기화, 김은주, 정국진, 노시백, 1997).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 중 
‘문화이해능력’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영어과의 하나의 총괄목표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의 교과서나 교수‧학습 및 평가에는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김경한, 2008; 허근, 2013). 문화 관련 지식이 간혹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록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문화 교수법에 대한 교사교육이나 연수도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문화교육은 단지 교사의 
재량에 따라 문화방백(culture aside)—교사가 언어 중심 수업을 하다가 문화 관련 사항이 
나올 때마다 그것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방법―정도의 차원에서 교수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에 대한 평가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화교육은 교육과정에서만 거창하게 강조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교과서에도, 교수‧학습 과정에도, 평가에도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유명무실한 존재였던 
셈이다. 

위의 문제점들이 시사하는 바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문화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서에 체계적인 문화 교수·학습 및 교재 구성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도 
이점이 문화교육의 걸림돌로 간주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곽순란, 2009; 김지혜, 2010), 현행 
교육과정에서 언어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관건은 어떻게 문화를 언어에 통합시켜 학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Stern, 1992).

2. 문화패턴 이론 

본 연구에서는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교육과정에 
문화학습목표가 되는 정신문화(spiritual culture) 패턴들을 제시하고 그 패턴을 직접 
학습하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물질문화(material culture) 혹은 행동문화(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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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화 문화범주 문화패턴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Way of Thinking Abstraction vs. Sensation 
Analytic View vs. Holistic View
Doing vs. Being
Linear Progress vs. Cyclic Circulation

View of the World Nomadism vs. Sedentism
Inanimism vs. Animism
Objects vs. Relationships 

View of the Self Competition vs. Affiliation
Self-Motivation vs. Ascrptive Motivation

View of Social 
Relations

Equality (Informality) vs. Hierarchy (Formality)
Contract (No obligation) vs. Reciprocity (Obligation)
Meritocracy vs. Paternalism
Confrontation vs. Mediation

culture)(Bierstedt, 1957)를 학습하되, 이를 통해 학습자가 귀납적으로 관련된 정신문화  
패턴을 역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패턴 기반 언어․문화 통합 교수요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화학습 내용의 단점은 문화 소재 항목들이 객관적인 범주에 
따라 분류되지 않아서 문화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Hirsh Jr.(1988)가 “문화 문해력”(cultural literacy) 배양을 목표로 사전식으로 
제시한 문화 항목들의 내용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Hirsh Jr.식의 막연한 나열식 내용 
제시는 문화 내용의 방대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방대한 문화내용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일반화하는 몇 개의 문화범주와 그 하위범주로서 문화패턴을 
확립하고 문화패턴이 의사소통기능처럼 문화기능으로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질문화와 
행동문화는 정신문화로부터 파생된 것이므로 문화 내용을 정신문화 패턴으로 분류하게 되면 
문화 전반에 대한 학습내용을 포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문화 패턴을 매 학년 2개 
항목을 학습하도록 지정하면 우리나라의 국민공통 영어교육과정이 10년이므로 총 20여개 
항목으로 간추려질 수 있다. 그 다음 각 정신문화 패턴에서 파생된 물질문화 혹은 행동문화에 
해당하는 소재 항목을 지정하고 교과서 제작 시 그 중에서 한 소재를 선택하여 정신문화 
패턴을 형상화하는 내용으로 단원을 만들어 수업한다. 수업과정에서는 단원에 제시된 
물질문화 혹은 행동문화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해당 정신문화를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테면, 상위 정신문화 패턴으로서 목표문화의 “Pragmatism”을 설정하고 그것을 “How 
are you doing?”이라는 하위 행동문화 항목을 소재로 선택하여 학습함으로써 이를 통해 
목표문화의 인사법뿐만 아니라 “Pragmatism”이라는 상위 정신문화 패턴까지 발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ewart와 Bennett(1991)이 제시한 미국의 정신문화패턴을 언어․문화 통합 
교수요목의 토대로 삼고—“Form of Activity,” “Perception of the World,” “Perception of 
the Self,” “Form of Social Relations”—E. T. Hall(1976)의 문화이론 및 Nisbett(2003)의 
인지실험들을 참고하여 문화패턴을 설정하였다—표 1은 참고 예시임. 목표문화에 대한 학습이 
중심이 되지만 항상 모국문화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문화학습의 특성상 
목표문화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패턴도 병기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래에 
제시되는 정신문화 패턴에 대한 이해는 영미권 문화를 이해하는 첩경으로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표 1. 문화패턴 교수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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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How are you doing?” “I’m doing 
great.”을 언어 중심 시각에서 가르쳤다. 즉, 인사하고 답하기라는 의사소통기능을 학습하는 
차원에서 역할극 등을 통해 주로 이 표현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기능을 언어․문화 통합 방법으로 가르친다면 다음과 같은 수업과정이 예상될 수 
있다. 우선, 도입으로 세계의 인사법에 대해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킨다. 각 인사법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학생들은 실제로 영어로 인사하면서 직접 실행해 본다. 전개에 들어가서는 
주어진 대화문을 가지고 역할극 등을 통해서 “How are you doing?” “I’m doing fine.”을 
학습하고, 다른 인사하고 대답하기 의사소통기능에 대해서도 학습한다—“How is it going?” 
“How do you do?” “How are you coming along?” 정리 단계에서는 이러한 영어 
인사법의 공통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영어 인사법에는 “doing” 혹은 “do”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주지시킨다. 그리고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라는 속담도 소개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일반화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영어권 문화에서 
“Pragmatism” 및 행동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How are you 
doing?”의 진정한 문화적 함의를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치게 된다. 문화를 중심으로 언어를 
배울 때, 학생들은 “How are you doing?”이라는 영어 인사법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적 가치관인 행동을 중시하는 Pragmatism의 의미까지 깨우칠 수 있다. 기존의 언어 
중심 교육에서는 단순히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의 이해와 연습에 머물 으나 언어․문화 
통합 교육에서는 이러한 예를 통해 정신문화 패턴까지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언어습득에 기여할 수 있다.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화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광범위한 
문화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패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문화패턴은 
문화교육에 필수적인 가치관들로서 의사소통기능처럼 문화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언어․문화 통합 교수요목이 정립되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두 가지 목표인 의사소통능력 및 문화능력이 동시에 배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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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수업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기반 실러버스 및 과제의 구성

김진석 (서울교육대학교)

I. 서론

학습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문화적 지식, 언어적 지식, 
세계에 대한 지식 등을 고려하여 실러버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실러버스는 동기 유발이나 
수업 참여를 제고해야 하는 교실 수업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을 신장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므로 문화 기반 실러버스를 구성할 때 학습자들의 문화 적응 단계들을 
기반으로 계획해야 한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학습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문화 적응 발달 단계 기반 실러버스 및 과제를 구성의 방향에 대해 김진석(2010, 2014, 
2015)을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실러버스 및 과제 구성의 방향

1. 문화 적응 발달 단계

Brown(1990)에 의하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무의식적 무능력 단계(unconscious 
incompetence stage), 의식적 무능력 단계(conscious incompetence stage), 의식적 능력 
단계(conscious competence stage), 무의식적 능력 단계(unconscious competence 
stage)로 구분한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적 무능력 단계에서는 문화 간 화자가 문화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점차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되면서 문화 간 화자가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문화 간 지식을 연습하여 
문화 간 상호작용 과정을 의식하지 않고 유연하게 소통하는 무의식적 능력 단계에 이르게 
됨으로써 언어를 숙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Nuri-Robins 등(2012)에 의하면, 문화 숙달도 연속체(cultural proficiency 
continuum)는 적응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범주와 문화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범주로 대별된다. 전자에는 파괴(destruction), 
무능력(incapacity), 무지(blindness) 단계가 있고, 후자에는 소통능력 전 단계 
(precompetence), 소통능력(competence) 단계, 숙달(proficiency) 단계가 있다. 문화 간 
화자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화자와 소통할 때, 다른 문화의 속성을 제거하고 차이를 삭제하는 
파괴의 단계에서 점차 그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평생 동안 연습을 통해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느끼는 숙달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Brown(1990), Benett(1993), Nuri-Robins 등(2012) 등을 고려하여, 문화 적응 발달 
단계를 인식, 수용, 통합으로 나누고, 각 단계와 의사소통 간의 관련성을 문화 간 의사소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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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문화 간 의사소통 단계, 문화 간 의사소통 숙달 단계로 각각 나누어 설정할 수 있다. 

           

문화 적응 발단 단계 문화 간 의사소통
인식(awareness)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전 단계(precompetence)
수용(acceptance)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단계(competence)
통합(integration) 문화 간 의사소통 숙달 단계(proficiency)

표 1. 문화 적응 발달 단계와 문화 간 의사소통

위의 표에서와 같이 무능력이나 무지 등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장벽으로 오류를 많이 
범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의사소통 전 단계는 인식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겪으면서도 문화적 장벽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황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단계는 수용단계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화자와 의사소통하는데 문화적 장벽이 거의 
없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숙달 능력은 통합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실러버스 및 과제 디자인

실러버스를 계획할 때, 인식단계에 나타나는 문화 간 의사소통 전 단계에서는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실러버스의 구성이 요구된다. 문화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화 참가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고, 아울러 문화가 다른 맥락 속에서 연습하는 
실러버스를 다음과 같이 계획할 필요가 있다(김진석, 2014). 

       

문화 적응 
단계

의사소통
단계 실러버스 소재 과제

인식 문화 간 의사 
소통 전 단계

동기화·발견·
이해 단계

자국문화에 
친숙한 내용

동영상 시청
그래픽조직자 활용 우리말 설명
노래와 찬트
문화 TPR
문화 간 비교하기
문화동화법
문화 퀴즈
문화 섬 체험

표 2. 인식 단계의 실러버스, 소재, 과제

     

인식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화, 음악, 
미술 등을 통해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도록 동기화·발견·이해의 측면을 고려하여 실러버스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식 단계에 적합한 소재로 자국 문화에 익숙한 문화적 내용
을 선정해야 한다. 초기 영어 학습자들이 우리 문화에 익숙한 상황에서의 행동이 문화적 배경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다르게 행동될 수도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친숙한 소재를 활용하게 되면, 문화적 배경이 다른 화자들의 언어적 표현 방식
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모습들에서 문화 간 차이점과 유사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학습
자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가장 가까운 주변 화제이거나 친숙한 일상생활 관련 화제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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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문화와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예를 들어, 영미문화의 화자들과 대화할 때, 사생활(결혼, 직업, 월급 등)과 관련된 질문이나 
논쟁이 될 수 있는 화제(종교, 인종, 정치 등)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문화와 
비교하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한다. 

이 단계에서의 화자는 문화 간 장벽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지만, 그 
차이를 호기심 있게 바라보기도 하고 거부하거나 방어하기도 하는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목표언어와 모국어간 언어 구조(통사, 음운, 의미 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 언어적 장벽의 어려움에 더하여 문화 간 장벽도 클 수 있다.

인식 단계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학습자들은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에 머물고 있고, 그 차이를 의사소통 능력에 반영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의 교수-학습 
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과제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문화를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영어와 우리말을 혼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식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수업 활동으로는 동영상 시청, 우리말 설명, 노래와 찬트, 
문화 TPR, 문화 간 비교하기, 문화동화법, 문화 퀴즈, 문화 섬 체험 등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과제 중심 교수법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과제(task)들 중 문화 관련 자료들을 주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거나 제시하는 ‘열거하기(listing)’, 여러 가지 문화자료를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 꿰어 맞추는 ‘순서 맞추기(ordering & sorting)’, 문화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비교하기(comparing)’, 지적 추론 능력을 이용하여 문화 관련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문제해결하기(problem solving)’, 다른 문화에서 겪은 자신의 느낌과 경험들을 
자유롭게 말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의 ‘경험 말하기(sharing 
personal experience)’,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문화를 고려한 모의 상황에서 우체국에 가서 
실제로 소포를 부치거나 물건을 사는 ‘창의적 과제(creative task)’ 등을 구현할 수 
있다(김진석, 2013c). 

또한, 수용단계에서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화자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구하고 토론함으로써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되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화자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수용 
단계에서의 실러버스, 소재, 과제 등은 다음과 같다. 

           

문화 적응 
단계 의사소통 단계 실러버스 소재 과제

수용 문화 간
의사소통 단계

목표 문화 
탐구 단계

자국문화에
덜 친숙한
내용

시뮬레이션
문화 주제의 소집단 토의
홈스테이
문화 기반 상호작용 전략 연습
구두발표
역할극
미니드라마

표 3. 수용 단계의 실러버스, 소재, 과제

수용 단계에서는 자민족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문화를 다원론적인 측면에서 수용하고 
문화 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존중(esteem), 공감(empathy), 공평(equity)을 
체득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단계에서는 다원론적 시각에서 목표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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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문화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문화가 다른 화자들과 
EIL로서의 영어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파괴(destruction), 무능력(incapacity), 무지(blindness) 단계 
(Nuri-Robins et al., 2012)에서 나타나는 자민족 중심주의적 사고의 소통능력을 넘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화자들과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용 단계에 해당되는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은 문화에 대해 개방적 사고로 인식하고 나아가 
문화가 다른 화자들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재는 자문화에 덜 친숙한 소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미국의 풍습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arage sale’을 소재로 할 수 있다. 
우리문화에 덜 친숙하지만, 가치관의 차이를 인식하고 자문화에 대해 성찰하면서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활동을 통해 문화 간 차이와 가치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김진석, 
2014).

수용 단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시뮬레이션, 문화 주제의 소집단 토의, 홈스테이, 
문화 기반 상호작용 전략 연습, 구두발표, 역할극, 미니드라마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토론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토론을 통해 좀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레오 타입의 화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절차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삶에 대해 미리 생각하거나 스테레오 타입의 문
장을 네 개 또는 다섯 개 정도 목록화하도록 한다.

둘째, 교사는 칠판에 스테레오 타입의 말들을 쓰거나 다음 교실의 모임에 유인물을 나누
어 준다.

셋째, 교사는 영어 화자들이 흔히 다른 언어에 대해 할 수 있는 스테레오 타입의 말(예, 
“French is for romance. German is guttural. Italian sounds like music.”)
을 언급하면서 토론을 유도한다. 

넷째, 모든 그룹은 미국이나 그 밖의 다른 나라의 삶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에 반응한다. 
(예) “Where did you hear that …?”)

위와 같은 토론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학생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 간 차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교사는 참가자들이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읽거나 듣는다. 그 문제는 반드시 
토론의 화제나 테마를 나타내야 하고, 토론할 많은 관점으로 정교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해결책을 채택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질문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여덟 명 또는 열 
명이 탄 배가 좌초되었고 구명정에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남겨있는 식량은 하루가 
지나면 동이 나고, 구명조끼는 단 하나 밖에 없는 상황에서 “Who should be allowed to 
survive?”와 같은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Bennett, 1993). 

마지막으로 통합 단계에서는 개방적 태도로 타문화를 이해하고 인식하며, 아울러 타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넘어 타문화와 융합하여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제약 없이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적 정체성 을 정립할 수 있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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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적응 
단계

의사소통 
단계 실러버스 소재 과제

통합 문화 간
의사소통 
숙달 단계

문화 간
통합 단계

자국문화에
생소한 내용

담화공동체 형성
전문분야의 토론
학회 세미나 및 발표
국제회의 참석
다국적․다문화 화상회의  

표 4. 통합 단계의 실러버스, 소재, 과제

위의 도표에서와 같이 이 단계에서는 직접 목표 문화권 내에 들어가서 자국문화에 생소한 
목표 문화를 접하고 학습자들이 주된 관심이 있는 특수한 분야의 공동체(specific interest 
group)를 구성(Swales, 1990, p. 24)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조직, 문화, 무역,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EIL로써의 영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매개체(McKay, 2002)가 되어 구성원들 간 지리적,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한다(김진석, 2014). 

Ⅲ. 결론

학습자가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수업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이 흥미 있는 
목표 문화의 새로운 상황을 개인 또는 집단 간 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둠별 짝별 
활동을 디자인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가설을 세우거나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일반화 
하도록 하고, 배운 학습 경험을 미래의 경험과 연결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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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패턴 기반 고등학교 영어 교수학습모형의 효과에 대한 연구

이지은 (대전과학고등학교)

I. 서론

교통·정보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면서 국제 공용어인 영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1980년대 이후부터 문법위주의 학습보다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신장을 목표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영어 기능 배양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영어의 4기능만을 배우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Chomsky(1965)의 언어학이 사회문화적 요인을 무시하고 
청자와 화자에게 이미 내제된 문법적 지식만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에 반하여, Hymes는 
문법적 지식은 실제 언어사용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의사소통능력을 
‘문법적, 심리언어학적, 사회문화적, 개연적’능력 체계의 4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체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우은미, 2009). Canale과 Swain(1980) 또한 언어능력이란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적합한 발화를 생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문법적, 
사회언어적, 대화, 전략적’능력이라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의사소통 능력을 정의한다고 
주장했다(정양수, 2003). Bachman(1990)은 Hymes의 의사소통능력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communicative language abi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 평가에서 실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양민웅, 2002).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이 이미 그 개념 
자체에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초기 교육과정 
때부터 영어과 교육목표에 문화에 대한 언급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문화관련 교육은 언어교육의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교육목표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언어 재료의 소재로써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 수준이라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기는 어려움이 많았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로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문화 
교육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문화는 소재의 일부 정도일 
뿐이다. 이는 여전히 언어의 4기능만을 강조하는 불완전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학창시절 내내 영어 학습에 매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말 속에 
담긴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말을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문화를 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EFL상황에서는 문화를 학습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경희(2015)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문화지도에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해 교과내용의 진도를 나가는 시간도 부족하여 따로 교육할 시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다음으로 지도 할 문화 내용의 관련 자료의 부족, 교사 자신의 
영어문화에 대한 이론과 교육방법의 지식의 부족, 교육과정에서 문화교육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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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패턴을 학습목표로 명시하여 언어와 문화를 긴 하게 통합하면서도 
고등학교 현실에 맞게 교과내용 진도를 나가는데 무리를 주지 않도록 영미문화패턴기반 
교수・학습 모형을 재구성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동안 적용하여 학습자의 영어능력과 문화 간 감수성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 6개 반(94명) 중 사전 인지적 검사
와 문화 간 감수성 검사를 통해 동질한 집단으로 판단되는 2개 반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한다. 사전 인지적 검사는 201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활용하고, 문화 간 감수
성 검사지는 Chen과 Starosta(2000)의 문화 간 감수성 척도(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ISS)를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사전 인지적 검사와 문화 간 감수성 검사 결과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므로(p > 
.05) 두 집단은 동질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집단의 남녀 구성도 남학생 12명, 여학생 4
명으로 동일하므로 집단 간 성별에 의한 차이도 없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도구

가. 학생 기초조사 설문지
연구대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기초조사 설문지를 제작한다. 설문지는 성별, 

출신지역, 타문화에 대한 경험, 사교육 경험, 자기 주도적 영어 학습 시간, 영미문화에 대한 
학습경험을 묻는 총 9문항으로 구성한다. 

나. 인지적 검사지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영어능력 측정을 위하여 고등학생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지를 사용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영어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 대해 총 40문항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3년에 Angoff 방법에 의해 성취수준별 
분할점수를 설정하였고 매년 검사동등화 방법을 통해 2003년 성취수준과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과 2014년 평가지간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사전・사후 검사지로 사용한다.

다. 문화 간 감수성 검사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화 간 감수성 검사지는 Chen과 Starosta(2000)의 문화 간 감수성 

척도(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ISS)를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ISS는 문화 간 
감수성을 정의적 측면으로 한정하고 개발된 검사지로, 총 24문항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 하위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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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화 간 감수성 검사지 구성

문항 내용 문항번호
문화 간 교류에 대한 참여도
(Interaction engagement)

1, 11, 13, 21, 22, 23, 24

문화차이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s)

2, 7, 8, 16, 18, 20

문화 간 교류에 대한 자신감
(Interaction confidence)

3, 4, 5, 6, 10

문화 간 교류에 대한 즐거움
(Interaction enjoyment)

9. 12. 15

문화 간 교류에 대한 배려
(Interaction attentiveness)

14, 17, 19

검사의 신뢰도를 위해 2, 4, 7, 9, 12, 15, 18, 20, 22번 문항은 역으로 코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사후 검사 모두 같은 검사지를 사용한다.

라. 사후 학생 반응지
본 연구에서는 실험 수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업에 대한 태도와 기대, 가치에 대해 묻는 설문지를 제작한다. 총 5문항으로 
구성하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게 한다. 

마. 학생 문화노트
학생들은 매 실험수업의 마지막 활동으로 문화노트를 작성한다. 문화노트에는 학습한 

문화패턴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태도,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 문화 수업에 대한 태도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한다.

바. 교사 관찰지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매 실험 수업이 끝난 후, 교수․학습 자료 및 수업 활동에 대한 생각, 

학생의 반응, 개선할 점 등에 대해 간단하게 메모하는 형태로 교사 관찰지를 작성한다. 

Ⅲ. 연구 내용

1. 문화패턴 기반 영어 교수・학습 자료 개발

가. 학습목표 선정
각 차시의 학습목표로 삼은 문화 목표는 Stewart와 Bennett(1993)의 미국 정신문화 패턴과 

김경한(2008)의 문화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여전히 문화를 
소재로써 막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김경한(2008)의 문화교육과정은 궁극적 
학습목표로서 문화패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각 문화패턴에서 파생된 물질문화와 
행동문화를 통해 거꾸로 목표로 삼은 정신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문화 목표와 언어 목표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의사소통 기능중심 학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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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영어 학습과 문화가 상호 긴 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표 2. 문화패턴 기반 영어 교수・학습 목표 

번호
문화 목표

언어 목표
대문화 하위문화

1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Individual agency vs. 
Collective agency

Answering negative questions

2 Noun vs. Verb Making a request
3 Doing vs. Being Greeting & Replying
4 Why vs. What Expressing opinions
5 Linear progress vs. 

Cyclic circulation
Asking about future plan

나. 문화패턴 기반 영어 교수・학습 모형
문화패턴 기반 영어 교수・학습 모형은 Willis(1989)와 Skehan(1996)의 과업중심 

교수・학습모형을 바탕으로 한 모형과 김경한(2007)의 영문학 기반 문화 교수-학습 모형을 
참고하여 개발된 심기태(2015)의 모형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표 3. 문화패턴 기반 고등학교 영어 교수학습 모형

Stages Steps Learning Elements Teaching & Learning Activities
1 패턴 경험하기

(Experience)
문화 스키마 활성화 Sharing experience

Role-play
Reading episodes

2 패턴 이해 및 
적용하기
(Understanding 
& Application)

문화 스키마 적용 Culture Capsule
Culture Minidrama
Analyzing the differences

3 패턴 평가하기
(Evaluation)

문화 간 능력 측정 및 
문화 패턴 내제화

Culture Note
Sharing thoughts and opinions

패턴 경험하기(Experience) 단계는 관련 호기심 유발 및 배경지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를 목표 문화패턴에 자연스럽게 노출 시키는 단계이다. 학습자에게 목표 문화패턴과 
관련한 경험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EFL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목표 
문화패턴이 잘 드러나는 역할극이나 에피소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할극의 경우 수업 전에 학생들과 촬영한 것을 수업자료로 사용하였다. 지도 시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 문화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입력 홍수(Input flooding)나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와 같은 방법와 같은 암시적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패턴 이해 및 적용하기(Understanding & Application) 단계에서는 패턴 경험하기 
단계에서 접한 목표 문화 패턴과 자문화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직접 적용해보는 단계이다. 
문화 캡슐(Culture Capsule)이나 문화 미니드라마 (Cultural Minidrama)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역할극을 하며 목표문화와 자문화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패턴 경험하기 단계보다는 목표 문화패턴에 대해 인식(Consciousness Raising)할 수 



- 169 -

있도록 명시적으로 돕는다. 또한 목표 문화패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동영상이나 보조 읽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패턴 평가하기(Evaluation) 단계에서는 문화 노트(Culture Note)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습한 문화패턴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상호 문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누적된 문화 노트는 수행평가 자료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한 예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패턴 기반 영어 교수 학습 모형과 개발된 자료가 실제 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물질문화와 행동문화 위주의 문화수업에서 탈피하여 
정신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시도이며, 막연하게 생각되어지던 문화 교육을 언어교육과 
긴 하게 연결시키고 또한 고등학교 정규수업시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문화패턴 기반 영어 교수 학습 모형과 교수․학습 자료를 한 학기 5차시에 걸쳐 
적용한 결과 학습자의 영어능력과 문화 간 감수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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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이론 기반 초등 영어 문화 대화문 개발 및 적용

김은희 (운천초등학교)

I. 서론

Moran(2001)은 “Language is a window to culture…. Language is a cultural 
product in and of itself”(p. 35)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외국어의 문법 규칙이나 어휘 습득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얻는 데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그 언어가 속한 나라의 문화와 사상도 학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효율적인 언어 습득을 위해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통합을 추구하였으나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본령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언어‧문화 통합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단편적인 정보 위주의 산발적인 문화 내용의 제시, 
피상적인 지식 학습 차원의 문화 지도,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 및 평가 방법의 부재, 
체계적인 교사연수의 부족 등은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효율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경한, 2008).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문화교육을 언어교육의 부가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언어와 문화가 상호 분리될 
수 없고 통합적으로 학습된다는 언어 습득 원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 지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문화 통합 지도 방안으로서 스크립트 
이론(script theory)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영어 문화 대화문을 개발하고 그것을 수업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Ⅱ. 스크립트 기반 언어와 문화 통합 교육

1. 스크립트의 정의

스크립트(script)는 스키마(schema)의 한 형태로서 1970년 후반부터 인지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Schank와 Abelson(1977)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Schank와 Abelson(1977)에 의하면, 스크립트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들의 정형화된 절차, 혹은 반복적 사건들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식당가기’나 ‘병원가기’와 같은 일상적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다(박태진, 1985). 

2. 스크립트 기반 언어·문화 통합 교육

우리의 일과와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인과적으로 연결된 친숙하고 일상화된 사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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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총 집합체인 스크립트는 문화와 언어의 통합교육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박옥희(2007)는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영어 문화 대화문을 초등학교에 적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스크립트 이론 기반 영어 문화 대화문은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스크립트 이론 기반 영어 
문화 대화문은 초등학교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스크립트 이론 기반 영어 문화 대화문은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언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 간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G초등학교 5학년 10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동질 집단으로 확인된 5학년 4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12주(10월~12월)동안 실험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실험집단에는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영어문화 대화문이, 통제집단에는 현행 교과서의 대화문을 
적용되었다. 스크립트 기반 영어대화문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전과 사후 영어 성취도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영어 눙력의 향상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문화 감수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화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학생 인터뷰와 저널쓰기를 통하여 본 연구의 양적인 실험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영어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표 1. 영어 성취도 평가 결고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집단 사례수 평균(M) 표준편차(SD) t p

실험 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76.97 19.63 .185 .854
실험집단 49 76.25 20.08

실험 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77.20 19.91 -2.01 .048
실험집단 49 84.32 15.52

실험 후 영어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집단 평균이 77.20(SD = 19.63), 실험집단 
평균은 84.32(SD = 15.52)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t = -2.01(p > .05)로 실험 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두 집단의 평균값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영어 문화 대화문을 적용한 수업이 일반 수업에 비하여 
학생들의 영어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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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간 감수성 지수 검사지 분석 결과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화 간 감수성을 
측정 검사 결과를 총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문화 간 감수성 지수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상호작용 참여(Interaction Engagement)
나. 문화 차이 존중(Respect for Cultural different)
다. 상호작용 자신감(Interaction Confident)
라. 상호작용 향유(Interaction Enjoyment)
마. 상호작용 관심(Interaction Attentiveness)
 

3. 학생들의 저널, 학생관찰 및 사후 인터뷰 결과 분석

본 연구의 실험 수업 후 학생들이 작성한 저널, 인터뷰 및 학생 관찰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범주화화 할 수 있었다.

가. 전시학습 상기/ 핵심표현 및 대화내용 기억 재생
나.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 실제 상황에서의 영어 사용 자신감
다. 영미권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심

Ⅴ. 결론 

영어 성취도 평가와 문화간 감수성 검사를 실시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영어 문화 대화문은 학생들의 영어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개발된 
영어 문화 대화문이 학생들의 배경 지식 및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이것은 
결국 언어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하는데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둘째,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영어 문화 대화문은 학생들의 문화 간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작용 참여, 문화적 차이 존중, 상호작용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영어 문화 대화문은 다른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의 스크립트를 이해하며, 
문화 간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언어지도 목표와 문화지도 목표가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언어‧문화의 
통합지도가 필요하다. 이때 스크립트 기반의 영어 문화 대화문은 언어와 문화의 통합지도를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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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eaching Young Learners

좌장:  박선호(경인교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초등 영어 교육과 언어 정보 처리

15:10-15:40 Krashen의 입력가설과 문법 교육: 이해와 오해 - 김기택(경인교대)

15:40-16:10
문법항목 제시 순서에 대한 초등 영어교과서 분석: 의문문과 부정문을 중심으로 

- 황세희(서울대)

16:10-16:40 내러티브 텍스트의 읽기 이해의 과정 - 김영미(중앙대)

16:40-17:10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MC)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효과 - 황필아(경인교대)

17:10-17:40 초등 영어 교실에서의 출력 전략 - 강정진(경인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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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hen의 입력가설과 문법 교육: 이해와 오해

김기택 (경인교육대학교)

I. 서론

 1) Krashen은 외국어 문법(grammar) 교육을 반대한 학자이다. 
 2) Krashen은 외국어 문법(grammar) 교육을 강조한 학자이다. 

위의 두 진술은 모순처럼 들린다. 그러나, 두 진술은 모두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는‘문법(grammar)’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에서 
의미하는 문법은 목록화되고 성문화되어 있는 형태를 띈다. 우리가 학교에서 ‘문법’을 
배웠다고 말할 때 이는 (1)에서의 문법을 의미한다. (2)가 의미하는 문법은 인간언어의 
핵심으로서,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언어지식을 일컫는다.1 논의의 편의를 위해 
(1)에서의 문법을 성문문법, (2)에서의 문법을 마음 문법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영어교육 연구자들 사이에서, Krashen은 외국어 문법 교육을 반대한 학자로만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법’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할 때 대개는 성문 문법을 일컫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rashen의 이론이 Chomsky 언어이론과 동일한 바탕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마음) 문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 
하다. 본 연구는 Krashen의 이론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 살펴본 
후, Krashen의 이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어문법교육의 지향점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Krashen의 이론과 Chomsky 언어이론의 유사성을 
알아보며 또한 이를 Fodor(1983)의 단원성(modularity)의 관점에서 살펴본 Schwartz의 
논의를 살펴본다. 3장은 Krashen의 습득/학습 가설과 관련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외국어문법교육은, Krashen의 용어를 빌리자면, 학습이 아니라 습득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제시한다. 

Ⅱ. Krashen과 Chomsky, 그리고 Schwartz 

초창기의 제2언어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 연구들과 관련하여, 
Schwartz(1986)는 많은 연구자들이 제2(second)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언어(language)라는 개념에는 상대적으로 그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Schwartz는 당시 제안된 대부분의 제2언어습득 이론들이 인간언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1 Schwartz (1986)는 문법(grammar)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교육을 목적으로 정리된 
규칙의 목록을 의미한다. 이는 규범문법(prescriptive grammar)라고 불린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에서 ‘문법’이란 용어를 이야기할 때, 대개는 바로 이러한 규범문법을 지칭한다. 두 번째는 인간언어
능력의 핵심으로서의 문법이다. Chomsky는 이를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이라 일컫는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내재화하고 있는 문법을 언어학적으로 기술한 것을 일컫는다. 이는 기술문법
(descriptive grammar)으로 명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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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제안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Schwartz는 인간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된 제2언어습득 이론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Krashen(1982)의 습득/학습 가설(Acquisition/Learning hypothesis)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은 Schwartz(1986)에서 발췌한 것이다. 

“
Krashen’s theory, unlike most other L2 theories, makes a specific claim about 
the mental processes that enable language (Acquisition) and those that describe 
language-like processes (Learning)....Krashen’s term ‘Acquisition’ is proposed in 
the same vein as Chomsky’s ‘competence.’   
다른 대부분의 L2연구와는 달리 Krashen의 이론은 언어(습득)을 가능하게 만드는 심리적 
과정과 언어처럼 보이는 (그러나 언어가 아닌) 과정(학습)을 기술하는 심리적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략)... Krashen의 용어인 ‘습득’은 Chomsky의 
‘competence’와 동일선상에서 제안되었다.   

(Schwartz, 1986, p. 126) 

Schwartz의 설명에서 Krashen의 습득이 Chomsky(1965, p. 4)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과 관련된다는 점을 주목하자. 이는 Krashen의 습득/학습 가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Chomsky의 언어능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언어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언어지식을 가지고 있다. Chomsky(1965)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에 대한 
지식을 인간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으로 명명하였으며, 그 핵심을 마음 문법으로 
보았다. 

Chomsky에 따르면, 언어지식의 핵심인 마음 문법은 인간의 마음 속에 표상되어 있다. 
마음 속에 표상되어 있다는 것은 언어가 상징체계(symbolic system)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징체계는 문법규칙과 문장구조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구성요소들(예: 통사구조(trees), 
영논항(empty categories), 양화사(quantifiers))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Schwartz, 
1999, p. 636). Chomsky(1975, pp. 165-166)에 따르면, 언어를 안다는 것이 내재된 마음 
문법의 원리와 규칙을 아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재된 마음 문법의 원리와 규칙은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파악하게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의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살게 된다. 사실 
언어학자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문법의 지식들을 의식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즉 우리들의 언어지식은 묵시적(tacit)이다.   

Krashen의 습득/학습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인간언어는 Chomsky가 제시하고 있는 
언어능력과 같다. 즉, 우리 언어지식의 핵심은 마음문법이며, 이러한 언어지식은 묵시적이다. 
언어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Chomsky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데, 언어지식은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 Krashen은 묵시적인 언어지식이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획득되는 
과정을 습득(acquisi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와 대척점에 있는 의식적인 지식의 
획득과정을 학습(learning)으로 명명하였다. 습득과 학습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지식과 언어외적인 지식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지식이 획득되는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외적인 지식은 명시적인 지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고, 물리학의 원리들을 알며, 화학적 원소기호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해당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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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생각하고, 물리학의 원리들에 대해 생각하며, 화학적 원소 기호들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다. 반면, 앞서 언급했듯, 우리의 언어지식은 묵시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고 있다’를 말하고자 할 때, 우리는 주격조사 ‘가’, 목적격 조사 
‘를’,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 그리고 종결을 나타내는 ‘다’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우리가 해당 지식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한 결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언어생활은, 문장이 담겨있는 메시지에 의식을 집중하지, 문장 안에 담겨있는 문법 요소들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언어학 전공자가 아닌 이들에게 가와 를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할 때, 대개는 선뜻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 

언어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대개의 경우 의식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즉, 생각하지 
않고서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물리학적 원리를 분석하며 화학적 원소기호를 암기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언어외적인 지식의 획득 가능 여부는 일반적인 인지능력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보통의 초등학생이 갖고 있는 인지능력의 수준으로는 대학에서 배우는 물리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반면 언어지식의 획득은 이와는 다르다. 
언어지식의 획득 가능 여부는 아이들의 모국어 습득 현상을 떠올려본다면, 인지능력과는 
별달리 관련 있지는 않아 보인다. 아이들은 단지 모국어입력에의 노출만으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언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지식을 물리학 원리를 이해하듯, 일반적인 인지능력을 통해서 
획득해낼 수 있을까? 만약 언어가 일반적인 인지능력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라면, 언어지식은 
매우 쉬운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 4세 아이들도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Guasti, 
2002). 그러나, 언어를 일반적인 인지능력을 통해 획득해내는 것은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언어지식은 언어학자들조차도 그 원리를 파악해내기 쉽지 않아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즉, 분석을 통해서 언어지식을 획득해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인지능력이 언어 획득의 열쇠라면, 어른들이 외국어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어야 한다. 그 지식의 수준은 4살인 아이들도 얻게 되는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녹록지 않다. 

Krashen의 습득/학습 가설은 바로 이러한 언어지식과 언어외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습득과 학습이란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즉, 언어지식은 묵시적 
지식으로서, 이러한 지식은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습득(acquisition)된다. 반면 언어외적인 
지식은 명시적 지식으로서, 이러한 지식은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학습(learning)된다. 한편, 
Krashen에 따르면, 언어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은, 언어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어는 5형식을 갖추고 있다,”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것을 분석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자면 표 1과 같다.

 
표 1. 언어지식과 언어외적인 지식 

언어지식 언어외적인 지식
특성 묵시적 명시적 
알게 되는 과정 무의식적; 습득 의식적; 학습

Schwartz(1986)는 습득과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가 독립적임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Fodor(1983)의 모듈이론(단원성; modularity)에 따라, 인간에게는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는 
모듈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머릿속에는 시각을 처리하는 
시각모듈, 냄새를 처리하는 후각모듈, 언어를 처리하는 언어모듈 등이 있다. 그리고 각 모듈은 
각각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며, 이렇게 처리된 정보는 표상화(represented)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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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or)로 전송된다. 그리고 중앙처리장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된 
정보를 통해 인간은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각 모듈의 정보처리는 매우 신속하고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이다. 반면, 중앙처리장치에서의 정보처리는 의식이 개입된다.

Schwartz에 따르면, 언어습득은 언어모듈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학습은 중앙처리장치에서 
처리된다. 즉 언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 관계대명사, 목적어 등의 용어를 알고 성문문법을 
아는 것), 언어모듈에서 처리되는 언어습득이 아니라, 중앙처리장치에서 처리되는 학습으로서, 
이는 중앙처리장치에서 역사적 사건과 물리학적 원리를 학습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Schwartz는 또한 모듈에서 처리된 정보는 항상 중앙처리장치로 이동되지만, 
중앙처리장치에서 처리된 정보가 모듈로 가지는 않는다는 Fodor의 견해에 따라, 
제2언어습득의 궁극적인 목표가 언어모듈에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라면, 중앙처리장치에서 
학습된 언어에 대한 지식이 과연 언어모듈로 이동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Schwartz & Gubala-Ryzak, 1992). 즉, 우리가 영어의 3인칭 단수 주어 뒤의 
동사에는 3인칭 s를 붙여야 한다와 같은 명시적인 언어지식을 학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어습득(즉, 언어모듈에 언어지식을 형성하기)에 별달리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 그녀는 
제2언어습득은 학습자들이 언어모듈에서 언어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지, 중앙처리장치에서 
언어에 대해 학습하여 이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림 2. 언어모듈과 중앙처리장치의 관계

                언어모듈            정보이동         중앙처리장치

              무의식적 습득                           의식적 학습  

                        
  

III. 결론: 외국어 문법교육의 지향점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이란 용어는 대개는 성문 문법을 
가리키지 마음 문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어 문법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는 
보통 ‘외국어에 관한 성문화된 문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해된다.3 사실 과거의 문법번역식 
교수법 아래에서는 이러한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다. 당시의 외국어문법교육은 이러한 성문 
문법에 관한 교육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성문 문법이 정리된 
문법교재를 가지고 성문 문법을 분석적으로 이해한 후, 이를 문장 해석에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문 문법의 교육은, Krashen의 용어를 빌리자면, 성문 문법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은, 역사적 사실이나 화학적 원소기호를 공부하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Schwartz(1986)의 논의를 빌리자면, 이는 언어모듈에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처리장치에서 성문 문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그러나 본 연구자는 Schwartz의 견해와는 달리, 명시적 언어학습이 언어습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
는다. 언어입력이 언어모듈에 들어오기 전에, 언어입력은 인식모듈(perception module)을 거쳐야한
다. 본 연구자는 명시적 언어학습이 인식모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 언어학습이 언어
습득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믿는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연구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3 적어도 본 연구자가 알고 있는 모든 언어학 비전공자들은 ‘외국어 문법교육’을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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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chwartz에게 이는 외국어에 대한 언어능력을 갖추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아래의 
발췌문 참조).  

“Memorizing descriptive grammar rules does not ensure the ‘Acquisition’ of 
(grammatical) competence“
기술화된 문법규칙들을 암기하는 것은 문법능력 습득을 보장하지 않는다.  

(Schwartz, 1986, p. 130)

Krashen과 Schwartz의 관점에서, 문법교육의 지향점은, 성문 문법의 교육이 아니라 
언어능력의 핵심으로서의 마음 문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학습의 
과정을 통해, 성문 문법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의 과정을 통해 언어모듈에 
그 지식을 구축하는 것이다. 

외국어교육 맥락에서 외국어 문법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일은, 종종 현재의 의사소통식 
교수법에서 과거의 문법번역식 교수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으로 오인된다. 이러한 오해는,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문법’이란 용어가 ‘성문 문법’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제2언어습득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있어 외국어 문법교육이란, 외국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성문 문법의 
학습이 아니라, 인간언어능력의 핵심으로서의 마음 문법(여기서는 외국어 마음 문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법번역식 교수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대한 강한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Krashen, 1982; Schwartz, 
1986; Schwartz & Gubala-Ryzak, 1992).   

그렇다면 마음 문법의 ‘습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교수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 
Krashen은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같은 성문 문법의 명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언어입력의 
노출을 통한 자연스러운 언어습득을 제안하였다(Krashen, 1982; Krashen & Terrell, 1983). 
자연적 교수법(natural approach)으로 불리는 이러한 교수법은, 교실에서의 성문 문법 
교육에 강하게 반대하고,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의 노출을 통해 
학습자들이 마음 문법을 자연스러운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Krashen의 자연적 교수법은 목표어 입력이 풍부한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환경을 가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와 같은 외국어로서의 
영어(EFL; English as a forein language) 환경에서는 목표어 입력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우리의 EFL 환경에서, 자연적 교수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절대적인 
입력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혹은 입력의 양이 적더라도 효율적으로 목표어 
마음문법을 잘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사교육에 기대지 않는 한, 
공교육의 정규 영어교과 시간만으로는 목표어 입력의 양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할 방안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이병민, 2003). 즉, 영어교육문제의 해답을 공교육을 통해 찾고자 한다면, 
후자의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방법은, 목표어 언어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빈번히 사용되는 마음 문법의 구조들을 중심으로 입력을 제시하는 것이다(양현권, 
2009, 2010). 즉, 외국어 교사들이 목표어 언어체계와 그 사용양상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성문 문법의 학습이 아닌) 마음 문법을 습득하고 이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이는, 외국어를 교육하는 교사들이 
스스로 목표어의 마음 문법을 습득해야할 뿐 아니라, 성문 문법도 학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어 교사들이 성문 문법의 학습을 통해 목표어의 언어체계를 의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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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여야만, 학습자들로 하여금 마음 문법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방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외국어 문법교육은 과거의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같이 성문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마음 문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외국어교육에서 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그 초점이 외국어 성문 문법의 
학습이 아니라 외국어 마음 문법의 습득에 있어야 할 것이다. 목표어 언어입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EFL 환경에서의 외국어 교사들은 목표어 언어체계와 사용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어 마음 문법의 습득을 위한 교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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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항목 제시 순서에 대한 초등 영어교과서 분석: 

의문문과 부정문을 중심으로

황세희 (서울대학교)

초등학교의 영어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목표로 상황별 언어 기능 사용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즉, 초등 영어 
교육은 문법 중심 교수요목이나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법 혹은 
형태적 정확성이 수업자료 구성이나 교수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또한 초등 
영어 교육에서는 영어를 통한 영어 교수(TETE)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교실영어를 통해 
학생들은 교과서 해당 단원에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문형과 문법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 밖에서 영어 사용의 기회가 지극히 제한적인 한국의 EFL 
상황과, 해당 단원의 목표 문법이 활동, 과업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습되는 교과서 구성을 
고려해 볼 때, 영어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문법은 목표 언어의 입력(input)과 출력(output)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학습자의 내적 문법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문법 항목이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로 제시된다면, 그러한 입력은 학습자의 현재 중간언어(interlanguage)로 
흡수(intake)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학습자는 그 항목을 출력(output) 차원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 초등 영어교과서에서 다루는 문법항목 중 의문문과 부정문의 제시 
순서의 적절성을 제2언어습득과 학습가능성(learnability)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영어의 의문문과 부정문은 한국어에서와는 달리 이동(movement)과 운용자(operator)를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습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오류가 
발화되는 구조이다. 그런 맥락에서 영어의 의문문과 부정문을 대상으로 제2언어 습득에서 
중간언어 발달(interlanguage development)이나 학습가능성(learnability)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초등 영어교과서에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의문문과 
부정문의  제시 순서가 제2언어 습득의 관점에서 적합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 개 출판사에서 나온 초등 3,4,5,6학년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의문문과 관련하여 출판사 간 제시 시기와 순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세 
출판사 모두 나선형 교육과정을 채택해 동일 형태의 의문문이 여러 과에 걸쳐 반복, 확장 
제시되었으며, 특히 동일 형태의 의문문이 다른 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경우 독립된 과에서 
목표 구문으로 제시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의문문은 3학년부터 거의 모든 단원에서 빈번하게 
제시되는 반면에, 부정문은 상대적으로 제시 빈도가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부정문은 yes-no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었으며, 해당 단원의 목표 구문이 아닌 구문에 대한 
부정 형태였다. 이는 초등 영어교과서의 내용이 주로 음성 언어 위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물어보고 답하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하지만 영어의 부정문은 학습자의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문법 항목이므로 추후 교과서 개정 시에는 부정문의 제시 빈도를 
높이고 부정문 생성과 관련된 활동을 늘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과서 분석 내용과 의문문-부정문과 관련된 제2언어습득에서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 영어교육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문문과 부정문의 적절한 
제시 순서를 제안하고자 한다. 초등 영어교과서에서 문법 제시 순서가 문법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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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도(complexity) 외에도 어휘, 의사소통기능, 의사소통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문법 항목 자체가 지니는 특성에 의해 적절한 제시 순서를 마련하고 이에 
역행하지 않게 수업자료를 구성한다면 불필요한 학습자 오류를 예방하고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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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텍스트의 읽기 이해의 과정

(Reading Comprehension Process of Narrative Text) 

김영미 (중앙대학교)

I. 들어가며

다양한 종류의 영문학 텍스트 읽기가 우리나라 초등, 중등, 대학교 영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제고하고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연구들이 근래에 많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초등 영어교육의 경우 영어 이야기책(story books)이나 그림책(picture 
book)이 아동들의 흥미, 동기, 자신감을 높이고 읽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다수의 공통된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기저에 놓여 있는 내러티브 
텍스트의 힘, 즉 이야기의 힘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발표는 내러티브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인지심리학적 이해(comprehension)와 학습(learning) 과정으로 살펴보면서 초등 영어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이해

일반적으로 인지심리학적 입장에서 텍스트 읽기는 입력(input)으로서의 텍스트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떤 처리과정을 거쳐 이해의 결과물이 출력(output)되는 ‘이해’의 과정으로 본다. 
이때 음운, 문법, 단어, 문장 요소들을 해독하여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상향식(bottom-up) 처리 과정과, 하위 기제의 정보를 토대로 좀 더 의미를 풍부하게 
‘해석’하고 전체적 ‘상황’을 떠올려 보는 하향식(top-down) 정보 처리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Grabe, 2009). 특히 하향식 정보 처리 과정은 상황 모형(situation model) 이론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상황 모형은 텍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를 ‘추론’(inference)하는 
해석(interpretation) 과정을 통해 독자의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심상으로 볼 수 있다(van 
Dijk & Kintsch, 1983). 

  그런데 내러티브 텍스트로 구축되는 상황모형은 인물의 구체적 삶의 양상이라는 점에서 
내러티브 텍스트 이해에서 가장 주요한 독자의 추론 대상은 바로 등장인물의 의도나 동기, 
감정 같은 인간 삶의 정신적 자질들이다. 독자는 텍스트 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의도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배경 지식, 즉 이해 대상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 독자 자신의 
삶의 경험을 장기 기억구조에서 가져와야 한다. 과학적 텍스트 장르 이해 과정과 내러티브 
텍스트의 이해 과정이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다. 과학적 텍스트 
장르는 독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취향과는 상관없이 대체로 텍스트 본래의 논리 전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단일한 상황모형이 생성된다. 그러나 내러티브 텍스트는 의도적 행동과 특수한 
감정이 관련되어 있는 독자 자신의 일상적 삶의 이야기를 추론 자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독자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중 수준에서 여러 개의 상황모형이 구축될 수 있다(킨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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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

한편 내러티브 텍스트 읽기는 이해 과정을 포괄하는 학습(learning) 개념과 관련하여 좀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해는 새 정보를 기존 지식으로 추론하여 
단순히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해 과정 중 기존 지식과 상이한 점이 
생긴다면 그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든 독자의 기존 기억 구조(지식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측면에서, 이해 과정은 인지적 학습 과정의 일부라 할 수 있다. 근래의 인지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학습이란, 창고에 물건이 쌓이듯 차곡차곡 정보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기존 기억 구조의 전체적 패턴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재조정 과정이다(이정모, 
2009). 즉 인지적 학습 과정은, 편의상 극히 단순화시킨다면, ‘새 정보 입력 ➜ 기존 기억 
구조에서 새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배경지식 인출 ➜ 기존 지식구조와 새 정보의 구조 비교, 
대조 ➜ 두 정보의 유사점과 차이점 변별 ➜ 차이점은 기존 지식구조를 확장, 재구성’하는 
정보 처리 과정이다.   

내러티브 텍스트 이해 역시 동일한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섕크, 2002). 먼저 새로운 
이야기 정보가 입력되면 독자의 기존 기억 구조에서 새 이야기를 처리하기 위한 배경지식, 즉 
새 이야기와 유사한 독자의 과거 경험이 인출되고, 과거 경험 구조와 새 이야기 구조의 비교, 
대조 과정이 일어난다. 이때 두 정보의 유사점은 독자의 기존 경험을 더욱 강화하고, 
차이점은 기존 기억 구조를 확장, 재구성한다. 말하자면 내러티브 텍스트 이해란  즉 타인의 
이야기 정보를 통해 자신의 과거 경험을 더욱 정당화하거나 그것을 재조직하여 간접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얻는 정보 처리 과정이다.  

내러티브의 힘은 바로 타인의 이야기를 독자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경험으로 전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먼저 두 이야기(독자 자신의 과거 경험과 새로운 이야기)의 유사점은 
독자의 공감을 통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신념을 강화한다. 이는 수많은 과거 경험이 
의미있는 것으로 되살아 날 수 있는 구체적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독자 스스로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확신으로 이끈다. 또한 두 이야기의 차이점은 독자의 기존 기억 구조를 새로운 
구조로 재편하면서 삶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다시 말해 독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해결 방법을 알게 되거나, 그것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나 위험을 미리 가늠하거나, 
혹은 기존 사태에 대한 새롭고 유용한 구조를 인식하여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Novitz, 1987). 

Ⅳ. 시사점 

영어 그림책이나 이야기 책과 같은 내러티브 텍스트 읽기가 초등 영어 학습의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도 바로 내러티브 텍스트가 
학습자로 하여금 과거 삶의 경험을 학습의 장으로 끌어들여 마음의 구조와 학습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적 증거를 굳이 찾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내용이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될 때 쉽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언제나 타인의 이야기에 자신의 경험을 결부시키는 데에서 기인한다. 특히 
상황 모형의 형성에 있어서 내러티브 텍스트는 과거의 경험, 배경 지식, 언어 능력과 같은 
초등 영어 학습자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수준에서 개개인의 내적 경험과 
접점을 이루는 이야기 세계를 만들어 내는 장점을 갖는다. 요컨대 교실 상황에서 외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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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하는(EFL) 우리나라 초등 아동의 경우 영어 이야기나 그림책은 학습자의 내적 경험이 
분리되지 않은 의미 있는 학습의 장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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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MC)을 활용한 영어 교육의 효과

황필아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을 활용한 교수 및 
학습 방법은 면대면 의사소통(Fact-to-Face Communication: FFC)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유의미한 의미협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의사소통 
도구로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초기 CMC 연구들은 학습자들의 균형적인 대화 참여를 
북돋우면서 학습자 발화의 양적⦁질적 향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학습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태도 및 동기를 유발한다는 장점들을 보고하였다(Beauvois, 1992; 
Chun, 1994; Kern, 1995; Warschauer, 1996).  

지난 20여 년 동안 CMC 연구들은 문자채팅, 화상채팅과 같은 동시성 CMC, 게시판, 
이메일과 같은 비동시성 CMC 등 다양한 유형과 조건에서의 CMC를 다루어왔다. 따라서 
CMC 선행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영어 교육에서의 CMC 활용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auro(2011), Lin, W.-C.와 Huang, H.-T., Liou, 
H.-C.(2013), Lin(2015) 등의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CMC 활용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메타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auro(2011)는 Hymes’(1971)와 Canale 
과 Swain’s(1980)의 의사소통 개념을 사용하여, 동시적 CMC 선행 연구들에 대한 연구 동향, 
방법, 결과를 살펴보았다. 97개 선행연구들 중 절반 이상이 의사소통의 4개 구성요소 중 
문법적 능력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어휘와 문법 발달 중심이었다고 보고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하거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그리고 담화 능력 순으로 언급되었다. 가장 최근의 메타분석으로는 
Lin(2015)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CMC의 효과 크기 및 조정 변수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짝 활동으로 제시되었을 때 CMC 효과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3~5명의 
소그룹 형태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실 밖 활동으로 주어졌을 때보다 수업 내 
활동으로 주어졌을 때 CMC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10주 이내 짧은 기간 시행될 
경우 CMC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반면, 24주 이상 장기 지속될 경우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넷째, 소수의 선행 연구들만이 활동 결과 측정 수단으로서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측정 수단보다 더 큰 CMC 효과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메타분석 결과는 제2언어 학습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CMC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CMC 활용은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초등학생들의 CMC 활용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영어 
교육에서의 CMC 활용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자채팅이 적정 수준의 
타자 기술과 언어 기술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상채팅 또는 음성 게시판 형태의 
CMC는 음성언어 위주의 초등영어 교수⦁학습활동에 통합하여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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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영어 교실에서의 출력 전략

강정진 (경인교육대학교)

I. 서론

Krashen(1985)의 입력가설과 Swain(1985)의 출력가설은 학습자들의 언어 습득과 학습에 
많은 영향을 준 이론들이다. 입력과 출력의 중요성과 효과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오고 있는데, 연구 방법과 전략, 참여자에 따라 결과가 상이했음을 알 수 있다. 입력가설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이해 가능한 입력의 기회를 통해  단어들과 패턴을 인식하고 언어를 
내재화하여 언어를 배우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Kagan(1995)은 이해 가능한 입력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학습자들은 단기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오랫동안 기억 하는 수준, 즉 
습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반면, Swain(1985)은 Krashen이 주장한 이해 
가능한 입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언어를 발화하는 기회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형태를 인식하고 정확한 언어 발화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Gass(2015)는 출력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가설의 검증과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자동성의 발달하고 나아가 통사구조를 주목하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입력 가설이 교사의 
발화나 입력을 제공하는 교사의 역할을 중요시 해왔다면 출력 가설에선 학습자의 발화나 출력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영어를 외국어 또는 국제어로 배우는 환경(EFL/EGL)에선 입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출력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입력가설 또는 출력가설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접근보다는 외국어 
(국제어)로서의 환경에서 보다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는 고민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출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형태초점이나 학습자들의 가설 검증 등에 있다 보니, 한국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가 대학생 이상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초등학교에서 출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꾸로 교실, 언어 내용 통합 교수 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거꾸로 교실

거꾸로 교실은 외국에서는 Flipped Classroom, Flipped Learning, Inverted Learning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 거꾸로 교실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지만 Bergman과 
Sams(2014)는 자신들이 개발한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Flipped learning is a pedagogical approach in which direct instruction moves 
from  the group learning space to the individual learning spac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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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ing group space is transformed into a dynamic,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 where the educator guides students as they apply concepts and 
engage creatively in the subject matter (http://flippedlearning.org/domain/46).

거꾸로 교실의 기본은 학교 밖에서 예습, 학교 안에서 과제를 하는 것이다. 즉 교사가 
제작하거나 안내해준 웹사이트 및 동영상을 통해 학습자들은 미리 기본 개념 및 과제/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교실에서는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활동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물론 교실 안에서 학습자들의 예습 내용을 확인하는 퀴즈 
활동이나 미처 예습하지 못한 학습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부수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처음 과학 과목으로부터 시작한 거꾸로 교실은 다양한 과목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대학교에서 중, 고등학교 이제는 초등학교로 퍼지고 있다. 

영어를 외국어 또는 국제어로 배우는 환경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실제적인 입, 
출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입, 출력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또한 큰 어려움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교실은 입, 출력의 시간을 확보하고,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영어 사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아직 초등학교 영역에서 거꾸로 교실을 활용한 영어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한 연구는 거의 없다. 유행처럼 번졌다가 사라진 수많은 교수-학습 방법을 
생각하면 거꾸로 교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긍정적이지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거꾸로 
교실이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영어 출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CLIL)은 내용-언어 통합 학습으로 언어를 
매개로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학습 방법이다. 캐나다에서 유행했던 immersion program이나 
미국의 content based instruction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각 나라 프로그램들이 
시작되고 성장한 배경 그리고 강조하는 점은 조금씩 다르다. CLIL의 기본적인 접근은 언어를 
실제적인 상황에서 배우게 하는 것이다. 거꾸로 교실이 추구하는 것처럼 학습자들에게 언어 
입력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언어 출력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CLIL 역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Coyle(2010)은 다음과 같이 CLIL를 정의하고 
있다.

“an educational approach in which various language supportive methodologies 
are used which lead to a dual-focused form of instruction, where attention is 
given both to the language and to the content”

CLIL은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자연스러운 실제상황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며, 
언어 학습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및 교실에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몰입교육의 지나친 의존과 전국적인 부정적 견해로 몸살을 앓았던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한국의 상황에 맞도록 변형시키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CLIL를 사용한 수업 방식이 초등학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떠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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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2015 개정 초등 영어 교육과정은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 시대에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말하고 있는데 
영어과에서는 의사소통 역량,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더하여 자기 관리, 공동체, 지식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초, 중, 
고등학교 영어교육의 연계성과 국제어/세계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고려할 때 이해가능한 입, 
출력의 기회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은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본 논의에서 거론한 거꾸로 교실과 CLIL이 한국과 같은 EFL/EGL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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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Diagnosing Reading in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Overview

Yong-W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I. Introduction 

1. Definitions of diagnosis

 “Investigation or analysis of the cause or nature a condition, situation, or 
problem;” 

 Used to identify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the cause of symptoms, or the 
solution to the problem; 

 “The interface between learning and assessment” (Alderson, 2005); Diagnostic 
vs. formative assessment.

2. Diagnosis in SFL education

 Little discussion on diagnosis in Second and Foreign Language (SFL) 
education;

 Possible reasons for underdevelopment of diagnosis in SFL  education:
   1) Existence of a large and powerful proficiency tests with high stakes and 

consequences; 
   2) Emergence of a lucrative test preparation industry around the world;
   3) Other forms of testing and assessment became less important  
 Diagnosis rarely dealt with in pre-service and in-service professional 

development courses for language teachers.

3. The broad aim of the book

 To problematise the lack of use of diagnostic tests and to make a case for 
research into how SFL diagnosis might be understood and developed

 The book focuses on the diagnosis of reading in SFL because: 1) learners’ 
problems in writing or speaking are more obvious; 2) receptive skills 
(including reading) are much less amenable to inspection and research; 3) 
urgent need for understanding learners’ comprehension problems

 Reading – reading comprehension + basic decoding skills 
 Reading calls on different cognitive skills that are broadly used in all kinds of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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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he Book’s Approach to Diagnosis

1. Diagnosis of weaknesses and strengths

 How diagnosis of weaknesses in learners’ language (or reading skills) relates 
to more medically-oriented views.

 The authors are interested in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although 
weaknesses are more important to focus on.

 Types of weaknesses: A distinction needs to be made between those related to 
learning disabilities and those stemming from other sources (e.g., inadequate 
SFL proficiency, cognitive overload, insufficient background knowledge, 
deficient teaching or lack of motivation).

2. Diagnosis of learning disability

 The type of learning difficulty that concerns reading is called dyslexia.   
 Diagnosis of reading disability (dislexia) is not the purview of SFL teachers, 

but of reading specialists. 
 This book is about what SFL teachers need to know and be aware of in order 

to diagnose their learners’ strengths, and particularly weaknesses, in their 
reading to ho help them to improve. 

3. Diagnostic testing vs. diagnostic assessment

 Diagnostic testing is very in its infancy. 
 Diagnostic assessment: A one-on-one based model of diagnostic language 

assessment of individual students by classroom teachers may not be common 
or practical, although some practitioners of dynamic assessment is exploring 
an interventionist approach that can be administered to whole classes or 
larger groups of learners.

 There is a role for the use of test-based diagnostic instruments as well as 
more informal diagnostic procedures.

 A general theory of language diagnosis has yet to be developed: Some existing 
formal diagnostic tests, such as DIALANG, DELNA, and DELTA, are diagnostic 
in a limited sense, and their diagnostic qualities need to be enhanced through 
research.

 The authors see diagnosis as more than “just classroom assessment activity,” 
and rather as the development of suitable diagnostic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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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agnostic and formative assessments and assessment for learning (AfL)

 An arising question: The extent to which diagnostic assessment in the 
classroom is distinguishable from formative assessment and AfL.  

 A key criterion: whether teachers would have access to well-designed 
diagnostic tools to complement the other sources of feedback on teaching and 
learning that they gather through practicing AfL or other forms of formative 
assessment.

 The authors’ hope: Principles for designing assessment tools for the DIALUKI 
project can be adapted to other educational and linguistic contexts.   

III. DIALUKI Project

 Participant Groups: 
   (1) Finnish-English (FIN-ENG) groups (Grades 4, 8, & GYM-2nd; All started 

learning English at the age of 9); 
   (2) Russian-Finnish (RUS-FIN) bilingual groups (169 primary school pupils, 70 

lower-secondary students)
 Ability range for the participants: A full range of abilities represented at each 

grade level (i.e., normal readers + struggling readers): At-risk learners are 
identified through investigation of students’ and parents’ responses to 
background questions and the students’ SFL reading performance.  

 Starting point for diagnosis: Are learners’ reading problems related to 
learning disability or something else (e.g., lack of motivation, inappropriate 
teaching)?

IV. Differences Between Research into Reading in L1 and SFL

 The mastery of target language for reading: 
(1) For L1 readers, reading is a question of recognizing what they know, 

hence the important of decoding, phonemic awareness, working memory, 
and fluency; 

(2) SFL readers, reading is to get to know the words and structures and 
apply their linguistic knowledge to unfamiliar script or unfamiliar sound- 
symbol correspondence, hence the importance of knowledge of the 
language as well as the ability to read in one’s first language.

 Automatization/Fluency/Working memory: L1 learner/readers have already 
achieved automatization and fluency in linking words to meanings and 
building up meanings, where SFL readers have not. 

 In this volume, emphasis is placed on the central importance of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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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uistic constructs to diagnosis, and particularly to the role that SLA 
research can play in identifying variables that might be relevant to assessing 
aspects of learners’ ability to read in their SFL.

 

V. Overview of All Chapters 

 Chapter 1: Diagnosing reading in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Overview 
                 (The current chapter)  
 Chapter 2: Understanding diagnosis
 Chapter 3: Research into the diagnosis of second and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Chapter 4: What is reading?
 Chapter 5: The linguistic basis of reading in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Chapter 6: Cognitive basis of reading in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Chapter 7: Background factors of reading in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Chapter 8: Feedback from Tests and Assessments
 Chapter 9: Diagnosi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language classroom
 Chapter 10: State of the art of the diagnosis of SFL reading and challenges    

            ahead
  * Chapters in bold-faced fonts are the ones to be discussed at this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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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ccupation Required Skills Diagnosis

methods Tools/Data Diagnosis
approach

  
1. Alan/ Car 

Mechanic

  
Specific 
knowledge, 
practical 
experience

 
Intial questioning: 
Has the engine 
management light 
go on?

 
Computer 
program with a 
database of all 
cars and   
components

 
Problem solving 
experience based 
on trial and error

Diagnosis can be 
correct but 
remedy may be 
wrong 

  
2. Brian/ IT 

Systems 
Support 
Managers

  
Field knowledge, 
experience, 
problem solving 
skills

 
Intial questioning: 
Do I have any 
specific 
knowledge
relating to the 
problem?

 
Knowledge 
database, 
Internet, Local 
knowledge

  

  
3. Cyril/ 

Oncologist

  
Doctor’s 
experience(gut 
feeling), 
knowledge of 
different case 
studies

 
Blick (glance) 
approach- 
looking for 
patterns of 
symptoms

 
Cross checking 
with objective 
data: lab tests, 
MRI scans 

  
Probabalistic, 
causistic, 
deterministic, 
heuristic 

Chapter 2. Understanding Diagnosis

Heejeong Jeong (Hanyang University)

I. Research Methods

Research Purpose: Provide insights into diagno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actitioners in various professional and vocational fields and identify common 
diagnosis process across fields

Methods: Exploratory Interviews

Participants: 10 informants 

Analysis: Grounded theory approach, transcripts formed the basis of the analysis, 
member checking

Ⅱ. Results
Table 1. Interview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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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vid/ 

General 
Practitioner

  
Doctor’s 
knowledge, 

 
Problem labeling

 
Patient’s 
self-report and 
fears, good 
communication 
skills, lab tests, 
x-rays, 
ultrasound, 
blood tets

  
Problem labeling 
and taking into 
account of 
contextual 
factors

Prediction of 
outcome

  
5. Ethel/ 

Nurse

  
Knowledge, 
experience

 
Pattern 
recognition 

 
Algorithms of 
treatment 
postdiagnosis, 
communication

  
Diagnosis occurs 
at different 
levels

  
6. Frank/ 

Neuropsych- 
ologist

  
Interpret test 
results

 
Standardized 
tests

 
Rapid 
Automatized 
Naming (RAN)

Backward Digit 
Span Test

  
Diagnosis and 
treatment are 
separate 
concepts 

  
7. Gail/ 

Psychologist, 
Dyslexia 
expert

   
Assessing 
cognitive skills

 
Experimental- 
control type 
research

Various tests

  
Diagnosis is the 
product of an 
assessment 

Diagnosis and 
treatment are 
separate 
concepts 

Emphasis on 
weakness

  
8. Helen/ 

Dyslexia, 
Learning 
Disabilities 
and ESL 
Teacher

  
Experience with 
different 
learners, 
language 
acquisition 
theories, reading 
development 
theories

 
Specific 
behaviors and 
difficulties

Pattern 
recognition

 
Learner 
self-report

  
Diagnosis is 
systematic, 
quantitative, test 
based and 
statistical

  
9. Ingrid/ 

Primary 
school head, 
literacy 
subject 
leader

  
Reading theory, 
higher order 
thinking skills, 
training in using 
diagnostic tests

 
Tools and tests Tests and 

assessment 
procedures

  
Diagnosis is a 
formal event or 
procedure to be 
carried out by 
experts

Aim of treatment 
is to help 
individuals 
manage   
difficulties

  
10. Judith/ 

Primary 
School 
Teacher

   
Researching and 
labeling a 
problem

 
Tests, running 
records

  
Diagnosis and 
treatment 
operate in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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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mplications for the Diagnosis of SFL reading 

Unlike the doctors or practitioners from the interview, knowledge and tools for 
diagnosing SFL reading is lacking. To overcome this limitation use of case studies 
in pre- and in-service teacher training is needed. Resources such as on-line 
diagnostic testing tools should be developed and available to teachers. In addition 
to testing, non-test based diagnostic tools such as daily classroom observations 
can also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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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Research Into the Diagnosis of Second and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Yeon-Sook Yi (Sangmyung University)

I. Early Treatments of Diagnosis in Language Testing 

Spolsky and Shohamy emphasize the necessary link between the school 
curriculum and the content of diagnostic tests. 

1. First references to diagnostic English language testing

 A description of the design of the first version of Birmingham Assessment and 
Diagnostic Test (BADT, 1971) by Tim Johns.

 130 four-option multiple choice grammar items whose diagnostic areas were 
based on several criteria.

 Scores reported to two groups of users: 
- to departments
- to students with the overall score, diagnostic areas below a criterion score, & 

the remedial classes to address these areas
 His distinction between macro-diagnosis based on overall language skills and 

micro-diagnosis based on the “various discriminations with the target language”

2. Contribution to a discussion of diagnostic testing: B. Spolsky

 A paper presented at a workshop in 1981 was revised in 1992.
 Four differences of diagnostic tests from other types of language tests
 Teachers must be closely involved at all stages of diagnostic tests.
 Two conditions for the use of self-assessment in diagnosis: no need to give 
 Inaccurate answers and the question be within the experience of the student.

3. Shohamy (1992)’s work

 
 Diagnostic testing is central to the curriculum. Tests must become sources of 

meaningful information. 
 Skeptical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 tests per se can cause meaningful 

improvement in learning and teaching, she claims teachers need to be involved 
to carry out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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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ssessment model and its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A pilot experimentation: the learners’ performance was reported on five 

dimensions with full, detailed and innovative diagnostic information. The 
assessment was intended to be repeated so that changes could be monitored 
over time.

 It was found that a strong need exists to train school faculty for using the 
information. 

Ⅱ. Language Testing Textbooks’ Treatment of Diagnosis

1. Alderson, Clapham, and Wall (1995)

Diagnostic tests seek to identify those areas in which a student needs further 
help. More specific tests are not easy to design. For this reason there are few 
purely diagnostic tests. 

2. Hughes (1989, 2003)

More specific than previous authors in describing what diagnostic tests should 
look like and suggests CBT might offer a solution to many problems.

3. Alderson (2005)

There is a great need for 1) clarification of what a diagnostic test should look 
like and what it should contain, 2) empirical research into the performance of 
such tests and validation of them. 

III. Hypothetical Features of Diagnostic Tests

Alderson (2005) lists a set of hypothetical features of diagnostic tests. Some of 
them contradict others and they constitute a potential agenda for research rather 
than a set of definitive statements. 

IV. Dynamic Assessment

 A recent innovation in think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ssment and 
learning which provides another perspective on diagnosis. Key elemen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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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intervention by testers and assessment of test-takers’ response to 
intervention.

 Based on Vygotsky’s socio-cultural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Instruction and assessment should focus on both the actual and potential zone 

of the learner’s development (ZPD). To assess the learners’ ZPD or their 
potential for learning, interaction between the learner and assessor is required, 
which includes the use of leading questions and gradually presented hints.

 Two types: 
- Interventionist
- Interactionist 

 DA is mostly applied in classroom contexts where learners and teachers can 
interact face-to-face for mediation or support. In interaction, the teacher can 
first find out what the learner can do alone independently and then what the 
learner can do with assistance, which is what the learner will be able to do 
alone in the future.

 In the area of SFL assessment, little DA research, most studies involving 
productive language skills (speaking).  

 According to research, traditional assessment could lead to an underestimation 
of students’ ability. Learners’ progress was only revealed by the use of DA 
procedures.

 CODA (Computerized Dynamic Assessment of Language Proficiency)
- operationalize DA principles in testing RC and LC (French, Russian, Chinese), 

designed by the CALPER at Penn State Univ.
- online formative assessment tool that provides an estimate (a quantitative 

measure) of the amount of support each learner needed to complete the test.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item-level feedback in DA and other types of 

tests is that in DA hints are graded in systematic ways and provide learners 
with increasingly explicit guidance.

 Similarity to and difference from aptitude testing: Both try to evaluate a 
person’s potential for learning but aptitude tests are static measures of 
learners’ current abilities while DA aims at improving learners’ language 
proficiency during the testing procedure.

V. Retrofitting Proficiency Tests through the Use of Statistics

1. Retrofitting tests to diagnostic purposes 

Retrofitting (reverse-engineering) proficiency tests to provide test users with 
more refined information about test-takers’ results than a single score or separate 
scores for the three or four skills tested. Making proficiency tests diagnostically 
useful by retrofitting them through the use of statistical models (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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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rly research

Applications of the rule-space model (e,g., Buck & Tatsuoka, 1998)

3. More recent studies: Special issue of LAQ 2009 on CDA

 Overview (Lee & Sawaki): very useful but a lack of reference to methods of 
content analysis 

 Sawaki, Kim, & Gentile: traditional attributes, not particularly fine-grained. Need 
to look more into various types of linguistic processes for L2 comprehension 
➜ To design a true diagnostic assessment, more psycholinguistic knowledge and 
skills should be considered. 

 Jang: deals more with research and theories of reading

4. Problems of retrofitting tests into diagnostic uses

 Diagnostic capacity of test items
 Sufficient numbers of items supporting stable coding categories (Jang; Li, 2011)
 Better to design a test to be diagnostic for the application of CDA to truly 

diagnostic tests that meet some hypothetical features of diagnostic tests 

5. Typical procedure of CDA

VI. Examples of Tests Designed to be Diagnostic

1. DIALANG

 Online multilingual suite of diagnostic tests based on the CEFR. Diagnostic at 
the macro-level of CEFR ability level (A1 to C2) in each skill and at the 
micro-level of each item. 

 Tests of reading, listening, writing, vocabulary, and structures in 14 European 
languages. 

 Steps: Selection of interface language & language skills to test ⇒ Vocabulary 
test (VSPT) + a set of self-assessment statements ⇒ Assigned to a proper level 
of items ⇒ TEST (30 items) + immediate feedback on performance on each item 
⇒ Test result in one of the 6 CEFR levels ⇒ A range of advice for improving 
thei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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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LNA (Diagnostic English Language Needs Assessment)

 An adaptation of DELA test developed by the Univ. of Auckland.
 Two components for academic English skills

- A 30-minute Screening Test (vocabulary tasks and a timed reading task)
- A 2-hour DELNA Diagnosis 

 Profiles describing students’ skill level in terms of 9 bands (Bands 1-9) are sent 
about 8 days after the 2 hour-test.

3. DELTA (Diagnostic English Language Tracking Assessment)

 Tests of listening, reading, grammar, and vocabulary
 Originally a paper-and-pencil placement test but re-developed as a web-based 

diagnostic assessment by the English Centre of the HKPU
 A 90-minute test is marked immediately by computer and Rasch-based analyses 

are generated on the test items and individual student Component Skills Profiles 
are produced.

 Students get a detailed diagnostic report with the sub-skills tested recorded in 
the DELTA Report, along with statements of the student’s strengths and 
weaknesses.

4. DIALUKI

 A research project investigating the diagnosis of reading and writing in SFL, 
conducted and funded by Univ. of Jyväskylä, Academy of Finland and a UK 
Council, which began in 2010 and the current phase ended in Dec. 2013.

 Three major components to the project involving two language groups: 
Finnish-speaking EFL learners & Russian-speaking learners of Finnish as L2

 Employing a mixed method approach us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 207 -

Chapter 8. Feedback from Tests and Assessments

Young-Mi Kim (Kyung Hee University)

I. Introduction

The usefulness of diagnosis depends on the success of the entire diagnostic 
process that starts with a problem in a learner’s second and foreign language 
skills becoming apparent in some way. A key phase in ensuring that diagnosis has 
an effect on any aspect of learning is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about the 
problem and also about its diagnosis, which is called feedback.

Ⅱ. Feedback from Tests and Assessments

1. What is Feedback?

Feedback is more than information about learners’ errors. What is also worth 
noting is the range of sources feedback can come from. Feedback can also focus 
on meta-cognition. It should not be limited to external sources but may be 
generated by learners themselves.

2. Feedback vs. Diagnostic Feedback?

Diagnostic feedback from diagnostic language tests differs from typical test 
feedback. Whereas traditional feedback consists of test scores and other general 
information, diagnostic feedback is more specific and targets particular cognitive 
skills or language processes, and provides learners with descriptions of their 
cognitive strengths, weaknesses, and strategies. Such feedback not only corrects 
learners’ errors but addresses the cognitive gap between current performance and 
a goal. 

3. General Characteristic of Feedback Research

Most feedback studies have focused on learners’ final product rather than their 
cognitive processing or the strategies they use. Research has usually ignore the 
learner’s role the feedback process, so rather little is known about how learners 
receive and integrate feedback into their lear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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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cent Advances in Feedback Theory

According to Hattie and Timperley (2007), feedback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isolated action; rather, it needs to be seen as part of the entire learning and 
teaching process. Effective feedback must address three kinds of questions that 
span the entire learning process; Where is the learner going?, How is the learner 
doing?, What should the learner do next?.

A. Why are goals so important in feedback?
The main purpose of feedback is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learners’ 

current state of knowledge and the goal toward which they are moving. Teachers 
and learners should share an understanding of the goals, as well as other 
elements of learning, such as the criteria for success and for assessment.

B. Levels of feedback
One of the central elements in Hattie and Timperley’s (2007) model, the concept 

of the levels of feedback, aims to clarify why and how feedback affects learning. 
The original model which distinguishes four levels at which feedback operates: task 
(product), process, self-regulation, and self. However, since Hattie and Timperley 
consider strategies as the key feature of both the process and self-regulation 
levels, these two original levels are merged into one, named as the ‘strategy level.’ 
Task feedback focuses on the outcome or results of the task that the learner took 
or was somehow engaged with. Feedback about strategies concerns strategies that 
leaners use, focusing on metacognitive, cognitive and socio-cultural-interactional 
strategies. Feedback about the self as a person expresses positive or sometimes 
negative evaluations of the learner as a person and even about his or her mental 
abilities. 

C. Implications of the levels of feedback for research on feedback
Considering the level of feedback helps us understand when immediate feedback 

is likely to work. In general, immediate feedback is more effective when it focuses 
on task outcomes, and delayed feedback works better at the strategies level. When 
the goal of learning is to improve accuracy, immediate feedback on errors in 
performance is usually. However, when the goal is more process-oriented, 
immediate feedback can distract the learners from the goal of the task. As for the 
effectiveness of 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 and self-regulation, negative 
task-level feedback is not effective unless it is accompanied by information about 
the correct answer and positive feedback benefits learners more who are 
committed to achieving their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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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ALANG as an Example of Feedback in a Diagnostic Language 

Assessment System

DIALANG was designed to be a diagnostic language system. The skills tested in 
DIALANG include reading and listening, while other feedback studies in a learner’s 
second and foreign language have typically concerned speaking and writing. 
DIALANG feedback includes the following:

1. Test results as a CEFR level along with a descriptions of the CEFR level
2. Immediate item feedback  and Post-test item feedbackon the correctness and 

acceptability of the responses
3. Comparison between self-assessment and test result
4. Information about reason why self-assessment and test result may not match
5. Extended descriptions of CEFR levels in terms of texts, nature of 

comprehension, and limitation at each level
6. Advice on improving proficiency
7. Vocabulary Size Placement Test result as a score and brief description of the 

meaning of the score

6. Implications of Recent Research and Theories on Feedback

Different types of feedback that can potentially be given in the context of 
reading in a learner’s second and foreign language were exemplified and classified 
in terms of the levels they focus on. Research on DIALANG feedback sheds light 
on how learners react to radically different types and levels of feedback and 
because it also gives diagnostic feedback on reading in a learner’s second and 
foreig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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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Diagno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nguage Classroom

Young-Ju Lee (Hanbat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chapter is to present ideas and insights from previous work on 
diagnosing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SFL) reading. 

I. Previous Research on Classroom Assessment and Diagnosis by Teacher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Assessment in the Classroom

Classroom assessment is associated with formative assessment, which is 
contrasted with summative assessment.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of 
formative assessment. Formative assessment is characterized as informal and fairly 
frequent assessment that takes place while learning and teaching are still 
happening. The results are typically used by students to improve their learning. 
Formative assessment produc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ir learners that helps 
teachers to direct their teaching. Formative assessment and diagnostic assessment 
have been used interchangeably in the assessment literature.

2. Teachers’ Assessment Competence

A diagnostically competent teacher is said to be able to interpret students’ 
foreign language growth skilfully dealing with assessment material and providing 
students with the help that they need in response to this diagnosis.

3. Reading Assessment Procedures

Let us examine characteristics of classroom assessment. What do teachers 
actually do when trying to find out about learners’ reading skills? What tools or 
procedures do they use? How could such diagnostic assessment be improved?

Pijl (1992) studied 24 regular and 26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the 
Netherlands. The study described how teachers evaluate their students’ progress in 
L1 reading tasks, how they register evaluation results and what implications for 
instruction are based on their evaluation data.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the 
help of logbooks that the teachers kept for several weeks. Informal evaluation 
techniques such as ‘accidental observations’ and ‘observations dur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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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were used most frequently. Most of the tasks evaluated (54%) did not 
lead to any written records.

4. Reading Recovery Program Approach
  
Clay (1979) developed an approach to the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reading difficulties in New Zealand. The Diagnostic Survey was administered to all 
children who are not making god progress in reading. The Diagnostic Survey 
includes a number of techniques: a Record of Reading Behavior on Books, Letter 
Identification, Concepts about Print, a Word Test, a Writing Vocabulary Test, a 
Dictation Test. 

The Record of Reading Behavior on Books allows for the assessment of a child’s 
reading performance as he or she reads aloud materials. The reading takes about 
10 minutes and the analysis involves marking every word read correctly, 
identifying every error made, and making notes about the child’s self-corrections. 
Teachers were asked to explain why they used a certain technique, which factors 
influenced their decisions.

Ⅱ. An Interview Study of Diagnosing SFL Reading

As part of the DIALUKI study on diagnosing SFL reading and writing, 16 teachers 
of English from 12 Finnish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s were interviewed. 
The purpose was to investigate what these language teachers say about diagnosis, 
and in what ways they practice diagnosis in their teaching and classroom 
activities.

1. Teachers’ Perceptions and Methods of Teaching Reading

The teacher interviews suggested that reading in English is often an activity that 
is done as homework rather than in the classroom. Because reading exercises are 
done at home, it is hard to check this aspect of language learning. Reliance on 
textbooks was very often seen in teachers’ description of their use of study 
materials.

2. Challenges in Teaching and Assessing Reading

Several teachers mentioned large group sizes and lack of time to get to know 
the learners as obstacles to finding out about the learners’ strengths and 
weak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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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agnosis and Treatment of Reading Skills

Teachers were asked how they try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ir students. Several teachers reported using a combination of tests and more 
informal approaches to gathering information about the learners’ language skills, 
such as checking homework and observing classroom activities. Activities singled 
out as useful for identifying reading problems included translation of the text, 
asking questions about the text (orally or in writing), and reading aloud.

III.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main challenge of diagnostic assessment in the classroom is teachers’ 
limited understanding of what reading involves. Another challenge is that 
summative assessment often dominates teachers’ thinking of all kinds of 
assessment.

1. Factors That Can Affect Diagnostic Assessment by Teachers

There are som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diagnosis by language teachers such 
as 1) experience, 2) getting to know students, 3) class size, 4) careful recording, 5) 
use of multiple techniques and sources of information, 6) consultation with a 
special education teacher. 

2. Techniques for Obtaining Diagnostic Information About Reading

There are additional approachers to the assessment of reading that may be 
useful for gathering diagnostic information such as 1) talking about reading, 2) 
using a reading journal, 3) using a literacy portfolio, 4)learner self-assessment. 

3. Toward Teachers’ Diagnostic Competence

It is important that teachers become experts in formative and diagnostic 
assessment and that they develop their ‘diagnostic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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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어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The KATE Ethics Standards for Research & Publication)

강동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 서론

현재 한국영어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역할 및 구성을 제시하고 교육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우리학회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윤리규정의 역할: 현재 본 학회의 학술지 English Teaching과 홈페이지에서 제공되

고 있는 연구윤리규정은 저자가 원고를 출판하고자 제출할 때 참고해야 하는 submission 
guidelines 역할을 하고 있음.

2. 연구윤리규정 구성: 총 6장 23조로 구성되어 있음(총칙, 저자의 의무, 편집위원회의 의

무, 심사자의 의무, 윤리위원회, 윤리 수정).

3. 연구윤리개정의 필요성: 교육부는 2015년 11월 3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KATE의 연구윤
리규정 또한 개정할 필요가 있음.

II. 현 KATE 홈페이지 연구윤리규정

   (http://www.kate.or.kr/PaperSubmission/submission_2.asp 참고)

III. 2015년 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는 11월 3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이하 연구윤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연구윤리 지
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윤리적
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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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 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
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

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

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

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
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
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

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

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

재·발표하는 경우

<신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a.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지침 제5조): 연구대상자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연구진행, 
학문적 양심 견지, 선행 연구자의 업적 존중, 연구윤리교육 참여 등 9개 항목 제시

b. 대학의 역할과 책임(지침 제6조): ① 자체 연구윤리지침 마련, ② 연구부정행위 검증·판단 
기구 설치 및 운영, ③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실시, ④ 교육부 등의 연구윤리확립 관련 
업무 수행시 협조, 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외부의 관련 조사 및 자료 
요청시 협조, ⑥ 연구수행의 갈등·분쟁의 중재 및 조정 기구 설치·운영

또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지
침 제8조)하여, 연구윤리 의식 고양 및 이해 증진을 통해 건전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
였습니다.

2. 연구부정행위 개념의 구체화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구부정
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추가하
고,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세분화하여 서술하였습니다(지침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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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부정행위 검증 개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
상 포함(지침 제21조)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조사위 구성: 외부인 비율 30%이상,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이상(이 중 소속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추가 규정)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발간 학술단체에 통보(지침 제18
조)하고,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조치 의무 규정(지침 제26조)
을 신설하여 개별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스마트알파는 태블릿PC의 특성을 활용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스마트 평가방식으로 더욱 강화된 1:1맞춤형 완전학습 시스템입니다.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대 영역을 골고루 향상시켜 줄 

잉글리쉬 무무의 차세대 학습 시스템을 지금 만나보세요!

잉글리쉬 무무 스마트알파
이전에 없던 영어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입니다!



Success–Every day, on every page

•Student Book with Online Practice       •Workbook with Listening       •Audio Download Center

•Teacher’s Book with Testing Program CD-ROM       •Multi-Pack(Student Book&Workbook)

•Class Audio CDs       •iTools with Click & Change Library and Video

•LMS 기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진도와 숙제를 관리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www.sconlinepractice.com)

•원어민의 발음, 억양, 제스처, 문화 등 살아있는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비디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다운로드 센터를 통해 교재 속 오디오를 mp3 파일로 제공합니다. 

•Teacher’s Book에 포함된 CD-ROM에는 편집 가능한 테스트 자료, 듣기 파일, 정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iTools에는 교재 e-Book과 본문 속 비디오 클립, 편집 가능한 워크시트와 이미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성

특징

2015 KATE 광고.indd   2 15. 5. 13.   오후 6:11



prefer using the TOEFL test compared to 
other English-language tests.*

9,000+
universities, agencies and 
other institutions
rely on TOEFL test scores to help make  
admissions decisions. Wherever you want to 
study, the TOEFL test can help you get there.

90%
of TOEFL test takers 
get into their 1st- or 2nd-choice university.

Even more reasons why you  
should take the TOEFL test: 

admissions officers
4 OUT OF 5

You can be anything and  
study anywhere with the 
TOEFL® test.  
The TOEFL® test is the most widely respected  
English-language test in the world —  
making it easier to reach your destination.

Copyright © 2015 by Educational Testing Service. All rights reserved. ETS, the ETS logo and  
TOEFL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 All other trademarks  
ar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30190

*  Source: Survey of 263 admissions officers at U.S. universities, of which 212  
accept both the TOEFL test and the IELTS® test and 152 state a preference.

Get registered today. 
www.toeflgoanywhere.org

TOEFL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 All other trademarks 
ar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30190



Useful for entrance exams, transfers, and graduation before employment!

Useful for promotions, dispatch abroad, and everyday business communication after employment!

TEPS is the solution for all stages of your life!

Be a life’s winner with 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ly Authorized English Exam
(Corresponds with levels 2~1+ of Article 2013-10)

The standard of English Learning!

The representative English exam used in Korea, 
required/accepted by many major companies, 
medical and dentistry schools, 
national exams, etc.

Practical English Speaking Skills 

Assessment!

Useful for employment (major companies, 
government, etc.) or universities!

Combination of all skills 
used in the assessment!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Useful for international study abroad dispatch 
for government employees, etc.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

The most accurate and precise standard 
for assessing English, Japanese, Chinese,
French, German, Russian, Spanish 
as a second language!

THE TEPS COUNCIL            Homepage: www.teps.or.kr            Tel: +82-2-886-3330

THE TEPS COUNCIL

“수준별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능력진단 서비스”

대학 신입생 기초영어 진단평가 위탁수행

수준별 수강편성을 위한 맞춤형 Placement Test 제공

단체 협약 시 학내 고사장 개설 및 기관 맞춤형 진행

“영어교육 및 학습 기준 제시자 TEPS”

국내 40여개 고등학교 TEPS시험 단체운영 중

국내 최초, 영어 시험별 성적환산(TEPS vs. TOEIC vs. TOEFL …) 연구자료 공개

대학 내 진단평가, 전문교과목 편성, 졸업인증 기준으로 활용

기관 별 어학평가 맞춤형 일정, 응시료 등 문의 

법인고객팀(02-886-3330, 내선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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