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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영어교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자중심 언어교육과 음성중심 언어교육 사이
의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은 이후 학생들의 영어교육에의 흥미도 및 중학교에서의
영어교육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르면 현재 문자교육의
단계가 3학년 2학기로 조정한 점은 갈등을 어느정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우리와 같은 EFL상황에서의 영어교육의 효과적인 한 방법이
읽기 교육을 강조하는데 있음은 어느 정도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는 학생
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의 동화자료를 이용하여
storytelling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한 후, 책 만들기(book-making)란 최종 학
습 작업을 통하여 읽기 능력의 향상을 측정해보려는 것이다. 실험 결과읽기 자료
찾기부터 책 만들기까지의 일관된 학습이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초기 문자교육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일
정 부분 충족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인터넷 동화, Storytelling, 문자교육(literacy education), 책만들기
(book-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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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의 문자 중심의 언어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초등
학교 영어교육은 음성언어 중심의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음성언
어교육의 강조는 초등학생의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능력사이의 큰 격차를 만들어 내
면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즉 문자언어
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많아진 읽기 학습 자료를 대하게 되었을 때, 학생들이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담당 교
사들도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항상 우리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에서
영어를 습득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책을 많이 접하게 하여 읽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중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타 과목에서 학습내용의 정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해 온 책 만들기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의 영어 동화책을 바탕으로 한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읽기능력과 영어에 대한 정의적인 요인의 향상 정도를 알아
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방
법들을 분석하여 연구에 사용 될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였다.
둘째, 농촌이라는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동화책을 읽고 수업을 실시하는 관
계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지, 동화책을 실제로 읽어 본 경험
이 있는지에 관한 기초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셋째, 초등학교 재량시간을 이용하여 영어수업을 하기위해 인터넷상의 동화책 사이
트 중 학생들의 수준에 가장 적합한 동화책을 선택하고 차시별로 교수․학습과정안
을 작성하였다.
넷째, 실험결과 분석을 통해 인터넷상의 영어책을 이용하여 영어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읽기 활동이 전체, 남자와 여자, 상ㆍ중ㆍ하 그룹별로 읽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
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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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읽기의 개념
김정렬(2000)에 의하면 ‘읽기’라는 말은 영어로 reading, reading comprehension
등의 용어로 구분하면서 읽기는 문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말을 보고 의미를 생각하여
활용하는 과정이므로 주로 눈과 두뇌의 활동에 의존한다고 한다. 읽기란 글을 읽고
의미이해의 단서를 추출하고(sampling), 그 단서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세상지식
에 근거하여 예견하며, 추측한 것을 검증하고 확인하여 다음 단계의 행동을 결정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읽기의 개념은 크게 ‘의미파악’에 두느냐 아니면 ‘음성분석’에 중점을 두느냐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체로 문자나 단어의 의미가 확인되었을 때를 읽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읽기를 하는 학습자의 기초 능력이 부족하고 인지적 발달단계가
낮은 경우에는 의미파악과는 별도로 문자 혹은 단어를 소리 내어 읽는 경우도 읽기
라고 말하고 있다.
Gouins(1958)는 읽기를 보통 쓰여졌거나 인쇄된 문자 혹은 기호를 감각기관을
통하여 지각하고 그 문제나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라 정의내렸
다. Russell(1960)은 읽기를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뇌와 연결된 눈
의 감지, 지각, 이해, 사용의 적어도 네 가지 단계로 분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이 인간의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면을 강조하여 읽기의 정의를 내린데 반해,
Dechant(1970)는 읽기를 단순히 문자기호를 인식하는 것 이상의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곧 일기는 단순히 문자화된 단어를 발음하는 능력 이상을 의미하
며, 단순히 의미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스스로 끌어낸다는 것이다. 또한 읽기는
문자기호에 의해 나타난 언어로부터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며 이것은
마치 듣기가 음성언어의 음성 기호로부터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았
다.(Smith, Goodman과 Meredith, 1970)

2. 인터넷을 활용한 읽기 학습(김주은, 2000)
실제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읽기 수업을 함으로써 유발되어지는 기존의 수업환경
과는 다른 긍정적인 측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
하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여 주어진 텍스트
의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고 학습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
극적인 학습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영어 교육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다소 현실성과 동떨어진 내용도 있고 학습
자의 흥미도나 경험 등과는 거리가 있는 자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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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읽기와 쓰기의 관련성 연구
김민정(2003)에 의하면 읽기와 쓰기는 서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들이며 읽기는
학생들의 지식 습득을 돕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자극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읽기는
쓰기 기능을 필요로 하며 예를 들어 철자, 구문 및 구두점에 관한 지식은 읽기에 필
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Squire(1983)는 읽기와 쓰기가 서로 보충적인 상호작용의 과정(reciprocal)
processes)임을 주장하였다. 텍스트를 쓸 때는 반드시 쓴 글을 다시 읽어 보는 활동
이 수반되고, 읽을 때는 읽은 글에 대한 반응을 써 보는 과정이 정확한 읽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읽음으로써 쓰기에 유용한 많은 입력 자료를 얻을 수 있듯이, 쓰
기를 함으로써 역시 읽기에 유용한 입력 자료를 얻게 되고 더 잘 쓰기 위해서는 더
잘 읽어야 하듯이 더 잘 쓰게 됨으로 인해 더 잘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Stotsky(1983)도 읽기와 쓰기의 연관에 관한 연구들을 하였는데 이런 연구들은 일관
되게 1) 더 나은 필자들은 더 나은 독자인 경향이 있고, 2) 더 나은 필자들은 더 못
한 필자들보다 더 많이 읽는 경향이 있으며, 3) 더 나은 독자들은 더 못한 독자들보
다 더욱 체계적으로 성숙한 쓰기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Shanahan과 Lomax(1986)의 연구는 읽기와 쓰기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두 기능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적 모델과 함께 모델간의 비교,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읽기와 쓰기에 관한 세 이론 모델, 읽기와 쓰기가 서로 영
향을 준다는 모델, 쓰기에서 읽기로 영향을 준다는 모델, 읽기가 쓰기에 영향을 준다
는 모델을 서로 비교한 결과, 상호작용 모델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Applebee(1978)는 특히 우수한 쓰기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책읽기를 좋아하는 학생
들이라는 사실을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하였다.

4. 제 7차 초등학교 영어과 읽기 성취기준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초등학교 5 학년의 읽기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김정렬, 2003)
<표 1>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읽기 성취기준
학년
5

성 취 기 준

과정

① 쉽고 간단한 낱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 쉽고 간단한 낱말을 소리 내어 읽는다.
③ 들은 낱말을 찾아 읽는다.

기본

④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⑤ 컴퓨터 자판에서 알파벳 문자를 찾아서 친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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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 만들기의 개념
책 만들기 활동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종이를 이용하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을 만드는 과정이며, 다양한 유형의 만들기 기법을 통하여 자신의 개성과
느낌을 자유로이 드러낼 수 있는 매력적인 활동이다. 책 만들기의 목적은 좋은 그림
책을 활용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생각하기를 통합하여 언어 발달을 돕고자
하는 총체적 언어교육의 목적을 바탕으로 한다. (전복영, 2006)

6. 인터넷상의 영어동화 읽기의 관련 연구
박은미(2003) 「인터넷 영어동화책 읽기가 읽기 능력 및 흥미도에 미치는 효
과」, 고난영(2001)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동화학습이 초등영어의 듣기 및 읽기의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고민자(2004) 「인터넷 영어 동화 수업이 영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는 영어 읽기 능력 및 이해력 신장,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자
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7. 책 만들기의 관련 연구
초등영어의 읽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동화책이나 인터넷상의 동화를 이용하여
다양한 읽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
다.
이 연구를 위해 인터넷 상의 영어책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첫째, 연구자가 근
무하고 있는 곳이 영어동화책을 직접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시골지역이
라는 점, 둘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의 무상이용이 증가하면
서 인터넷 사용이 이곳에서도 일반화되어 쉽게 인터넷 상에서 영어동화책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실험을 위해 영어책 만들기를 사용한 이유는 첫째, 영어
뿐만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로 책 만들기 활
동을 하고 있어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도구라는 점, 둘째, 자기 자신이 직접 책을 만
드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기활동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의도하는 읽기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위와 같은 연구자의 의도를 가지고 본 논문은 쓰기 활
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읽기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학생
들의 읽기 능력을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책 만들기를 통한 활동의 교육적 가치
1) 다차원적인 조작능력과 소근육 발달을 도와준다.
책 만들기 과정은 한 장의 종이를 접고, 자르고, 오리고, 또는 다른 종이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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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의 재료를 붙이거나 첨가하여 상업화된 책과는 다른 나만의 책을 만들게 된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구성과 조작능력, 그리고 소근육 발달을 돕게 된
다.
2) 자발적인 읽기와 쓰기를 통해 문해(literacy) 기술을 발달시킨다.
책 만들기를 통한 문해 활동은 읽기와 쓰기가 단순히 문자 교육의 형태로 제공
될 때 느끼는 지루함과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어린이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읽기
와 쓰기 학습자로 유도함으로써 문학적 수준으로의 문해(literacy) 기술을 터득하도록
도와준다.
3) 문학적,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과 상상력을 길러준다.
책 만들기 활동은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 구성하
기, 제본하기, 발표하기, 홍보하기, 감상하기, 그리고 비평하기 등의 과정을 모두 경험
하게 되기 때문에 문학적,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과 상상력을 길러 주게 된
다.
4) 문학적,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과 상상력을 길러준다.
책 만들기 위한 종이의 선택,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를 통한 조형미술 경험, 글과
그림을 통한 창의적 표현,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 독자의 눈을 생각하는 적절한 표현
방법,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경험 등을 통해 새로운 기법을 경험하
고 기존의 아이디어를 변형함으로써 미적인 표현력을 터득하게 된다.
5) 자신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을 키워준다.
책 만들기를 통한 활동의 가장 큰 가치는 만드는 이의 만족감과 자신감에서 시
작한다. 이러한 감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책을 즐기고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 주며, 문
자 언어와 시각 언어에 대한 예술적 감성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갖도록 격려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영어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읽기 활동이 전체, 남자와 여자, 상ㆍ중ㆍ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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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읽기 능력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영어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읽기 활동이 전체, 남자와 여자, 그룹별로 정의적
인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영어책 만들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의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
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D초등학교 5
학년 1반 1개 반으로 총인원 24명(남 12명, 여 12명)이다.

3. 연구 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기간은 2006년 1월에서부터 2007년 2월까지 14개월 동안 인터넷 상
의 www.kizclub.com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실시하였으며, 연구 목적, 필요성, 이론
적 배경 수립, 선행 연구, 사전 검사 실시, 결과 분석 처리 등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
였다.

4.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영어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영어 읽기 능력
신장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설계하였다.
첫째, 설문 조사를 통하여 집에서 인터넷 사용 유무, 평소의 영어 공부 방법, 영어
에 대한 자신감, 영어와 관련 된 책에 대한 경험, 책 만들기 활동에 대한 경험에 관
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일정 기간 동안 실험 수업을 실시하면서 수업 중간 자기가 만든 책을 발표
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험이 모두 끝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여기
서 사후 검사는 읽기 능력에 관한 지필 검사와 정의적 영역(참여도, 흥미도, 자신감)
에 대한 변화를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실험 설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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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실험반) To, T1, T2, T3, T4

X

T5, T6, T7, T8

G : 실험반
X :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영어 읽기 수업
T0 : 기초조사
T1 : 영어 읽기 능력에 대한 사전 검사
T2 : 영어에 대한 참여도 사전 검사
T3 : 영어에 대한 흥미도 사전 검사
T4 : 영어에 대한 자신감 사전 검사
T5 : 영어 읽기 능력에 대한 사후 검사
T6 : 영어에 대한 참여도 사후 검사
T7 : 영어에 대한 흥미도 사후 검사
T8 : 영어에 대한 자신감 사후 검사

<그림 1> 실험 설계

5. 검사도구 및 자료 처리
1) 사전검사 도구 및 내용
사전 검사는 학생들의 기초 조사, 인지적 영역인 읽기 능력 검사와 정의적 영역
검사로 나누어 이루어 졌다. 구체적인 사전 검사 도구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사전검사 도구 및 내용
구

분

내

용

가정에서 영어 공부 하는 방법은?
자신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영어 공부 시 가장 재미있는 활동은?
간단한 영어 단어와 문장을 읽을 수 있는가?
영어 학습에
기 초
이전에 영어동화 책을 얼마나 읽었는가?
대한 기초
영어동화책을 자신이 읽고 싶은가?
조 사
조사
영어책 만들기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
영어책을 만들어 활동 시 읽기는 어떤 방법으로?
영어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읽기 공부를 하는 것
에 대하여?
기초
조사

인터넷
활용을 위한
기초 조사

인지
적
영역

읽기

4학년 (1단원에서 ～7단원)까지 단어와 문장 이해
력 20문항

참여도

발표 및 게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모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생님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문장을 듣고 따라 읽는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챈트와 역할놀이에 열심히 참여한다.

정의
적
영역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가?
인터넷상에서 영어 공부한 경험은?

척도

백분율

백분율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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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지
않다(1점)

흥미도

자신감

어린 동생이 있으면 영어동화책을 읽어 주고 싶
다.
재미있는 영어 동화책을 읽고 싶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영어로 된 문장이 있으면 읽
어보게 된다.
인터넷에서 영어 동화 읽기를 즐겨 찾아보고 읽
는다.
영어 동화 전문 서점에 가보고 싶다.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나는 영어로 된 짧은 문장을 자신 있게 읽을 수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있다.
(2점)
들은 문장을 찾아 읽을 수 있다.
간단한 영어 동화 읽기 평가를 한다면 자신이 있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다.
간단한 영어 동화를 읽으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친구나 부모님 앞에서 내가 읽는 모습을 보여 드
리고 싶다.

2) 사전 읽기 평가 내용
사전 읽기 평가 내용은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4학년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
다. 실험 전 평가지로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사전 읽기 평가 내용
단원

내 용

1. Nice to meet you
2. Don't do that

같은 알파벳 찾기
알파벳의 소문자와 대문자 알기
문장 읽고 내용 이해하기

3. How old are you?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하기
문장 읽고 내용 이해하기

4. What time is it?

퍼즐 판에서 제시된 단어 찾기
그림과 글자에 알맞은 단어 찾기
문장을 읽고 내용 이해하기

5. Who is she?

그림에 알맞은 단어 찾기

6. Is this your cap?

아는 단어 찾기
단어에 알맞은 뜻 찾기

7. Sorry, I can't

단어의 빈 곳에 알맞은 철자쓰기
문장을 읽고 내용 이해하기
영어로 된 단어를 발음 나는 대로 쓰기

결과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t검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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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 읽기 평가 내용
사후 읽기 평가 내용은 학생들이 시험 수업을 통해 이미 접한
『www.kizclub.com』사이트에 소개된 storytime 메뉴 중 Level 1에 해당하는 이야기
들인 'I can'와 'Monster', 'Hats', 'My day', 'My week'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
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실험 후 평가지로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사후 읽기 평가 내용
단원

내 용

I can

같은 알파벳 찾기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하기
알파벳의 소문자와 대문자 알기
단어에 알맞은 뜻 연결하기
문장을 읽고 내용 이해하기

My day

아는 단어 찾아 묶기
문장을 읽고 내용 이해하기
단어의 빈 곳에 알맞은 철자쓰기

Monster

퍼즐 판에서 제시된 단어 찾기
문장을 읽고 내용 이해하기
단어의 빈 곳에 알맞은 철자쓰기

Hats

그림에 알맞은 단어 연결하기

My week

단어의 빈 곳에 알맞은 철자쓰기
영어로 된 단어를 발음 나는 대로 쓰기
문장을 읽고 내용 이해하기

Ⅳ. 연구의 실제
1. 사전 검사 결과 분석
1) 수업을 위한 기초 설문 조사 결과
설문 조사 결과 평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환경에
서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를 공부하는데 자신감에 대해 영어를 배울 수 환경 부족과 영어를 배워야
하는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영어에 대하여 어려워하고 자신
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하여 읽기 수업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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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답하였다.
영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재미있어 하는 활동에 대하여 게임을 가장 재미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게임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영어
이야기에 2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것으로 학생들이 영어책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 준 것으로 보였다.
간단한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영어 책에 대한 관심과 달리 읽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전에 영어 동화책을 읽은 경험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책을 읽은 경
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동화책을 자신이 직접 읽고 싶은가에 대하여 책을 읽고 싶어 하는 학생들
의 강한 욕구를 보여 주었다.
영어 책 만들기를 한 경험에 관한 질문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만든 영어책을 가지고 영어 읽기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영어 읽기
수업 방법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를 제시해 주었다고 대답하였다..
영어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읽기 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반 정도의 학생들은 유
익하다, 다른 반 정도는 아직 유익한 학습이 될지에 대한 확실한 마음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였다.
2)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초 설문 조사 결과
설문 조사에 따르면 21명(87.5%)의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인터넷을 사용하여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7명(71%)의
학생들이 몇 번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대답하여 본 연구자가 의도한 인터넷상의
영어 동화를 이용한 실험 수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수업을 위한 정의적 영역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참여도, 흥미도, 자신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만 학생
들이 영어책을 읽고 싶다는 의욕이 높고 참여도에 대한 점수가 다른 항목보다 높은
점으로 보아 읽기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매시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학
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수업형태를 찾아 활동하면서 자신감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실험자료
연구에 사용된 읽기자료는 다양한 읽기 중에서도 초등영어에서는 동화 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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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고 있어 반복되는 구문이 많고 이야기 내용이 예
측 가능한 영어책을 선택하였다(박은미, 2003). 선택한 책은 『www.kizclub.com』사
이트에 소개된 storytime 메뉴 중 Level 1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인 'I can'와
'Monster', 'Hats', 'My day', 'My week'이다.

3. 실험 수업 과정
본 연구에서는 전복영(2006)의 모형을 수정하여 <그림 3>의 수업모형을 설계하
였다.
실험에 사용 될 인터넷 사이트의 책 분석 및 읽기
활동 계획

수업 전 활동

1차시 : 읽기 전 활동

2차시 : 읽기 활동 및 책 만들기 활동 준비
본 수업 활동
3차시 : 책 만들기 활동

4차시 : 읽기 후 활동

<그림 2> 실험에 사용된 수업모형
<그림 3>은 수업 전 활동과 본 수업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수업 전 활동은
수업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읽기 활동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수업 활동은
4차시로 읽기 전 활동, 읽기 활동 및 책 만들기 활동 준비, 책 만들기 활동, 읽기 후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4. 교수-학습 지도안
1) 2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표 5> 2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stories

I can

Period

2

Objectives

Students can understand and read stories with a various
of reading methods.

Place

Classro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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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Pair,
Pattern
Whole-w
ork
Materials story book, picture cards, website etc.
Procedure

Teaching - Learning Activity

time

Introductio ▸ Greeting
n
- Good afternoon, class. The weather is good today.
- How are you doing?
▸ review and Motivation
- Do you remember those words? Read them out by
themselves.
▸ Presenting objectives

10'

Develop- ▸ Look at the screen and listen carefully.
ment
Listen one more time.
▸Let's read with a various of reading methods.
(reading aloud, shared reading, silent reading, choral
reading etc )
- Teacher and students read the story with different
reading methods.
▸ Let's make a frame of book
- Students make a accordion book to make their own
book next class

25'

Materials
& Tips

ㆍpicture
cards

▸ Review
- Reviewing today's lesson.
▸ Homework
- Review the story we learned at home. You can read
the book on stories part of www.kizclub.com
consolidati ▸ Next time we are going to make our own book.
on
Good-bye.

ㆍwebsite
(www.kiz
club.com)
ㆍstory
book
download
ed by
internet

5'

2) 3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표 6> 3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stories

I can

Objectives

Students can make their own books based on
story which they read last class.

Materials
Procedure

Period

3

Place

Classroom

Pattern

Individual,
Pair,
Whole-work

time

Materials &
Tips

word cards, students' books, website etc.
Teaching - Learning Activity

Introduction ▸ Greetin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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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nice day, isn't it? Hi, boys and
girls. How's it going?
▸ review and Motivation
- If I say sentence, one of you come to the
front and makes sentence with word cards.
▸ Presenting objectives
Development

consolidation

▸ Look at the screen and repeat after me.
Read story by themselves.
▸Let's make a group and your own book
- Discuss another expression related to story
- Write your own story and draw pictures
▸ Let's announce your own story to your
friends
- Students come to the front and announce
their story to their friends using project

▸ Review
- Reviewing today's lesson.
▸ Homework
- Review your stories you made at home.
▸ Next time we are going to do activities with
your own books. Good-bye.

ㆍword cards

25'

ㆍwebsite(ww
w.kizclub.com)

ㆍ students'
books and
projector

5'

Ⅴ. 연구 결과 및 분석
1. 읽기 능력 검사 결과
1) 전반적인 읽기능력 검사
연구 기간 전과 수업 후 이루어 진 읽기 능력을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전체,
남자와 여자, 영어 학습 능력의 상ㆍ중ㆍ하로 나눈 것으로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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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읽기 능력 검사 결과
N=24

전체

남자

여자

상

중

하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M

Std

57.5000

22.36068

68.1250

24.53093

67.0833

25.08697

74.1667

28.82812

47.9167

14.68740

62.0833

18.64237

85.0000

6.45497

92.8571

5.66947

54.0000

13.49897

71.5000

14.72903

35.0000

10.40833

38.5714

14.05770

t

df

p

-3.246**

23

.004

-1.637

11

.130

-2.904*

11

.014

-2.976*

6

.025

-3.000*

9

.015

-.564

6

.593

* : P < 0.05, ** : P < 0.01
위와 같은 읽기 능력 검사 결과를 통해,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읽기 학습이
전체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자학생들과 하위 수준의 학생들을 제외
하고 여자학생들과 상위와 중위 수준의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어휘력 검사
7차 초등학교 영어과 5학년 성취기준 중 ‘쉽고 간단한 낱말의 의미 이해’에 관해
읽기 능력 검사 20개 문항 중 관련된 11개 항목을 축출해 전체, 남자와 여자, 영어
학습 능력의 상ㆍ중ㆍ하로 나누어 결과 처리한 것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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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어휘력 검사 결과
N=24

전체

남자

여자

상

중

하

M

Std

30.2083

14.40706

38.5417

16.84192

37.0833

14.99369

40.4167

20.50037

23.3333

10.29857

36.6667

12.85113

48.5714

4.75595

52.8571

2.67261

25.5000

10.12423

43.5000

8.51469

사전
검사

18.5714

5.56349

사후
검사

17.1429

12.53566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t

df

p

-2.802*

23

.010

-.853

11

.412

-3.218**

11

.008

-1.686

6

.143

-4.469**

9

.002

.244

6

.815

* : P < 0.05, ** : P < 0.01
위와 같은 어휘력 검사 결과를 통해,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읽기 학습이 전체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자 학생들보다 여자 학생들에
게, 상위와 하위 수준의 학생들보다 중위 수준의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에 긍정적 영
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의적 영역 검사 결과
1) 참여도 검사
참여도에 대해 전체, 남자와 여자, 영어 학습 능력의 상ㆍ중ㆍ하로 나누어 사전
과 사후의 검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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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참여도 전체 검사 결과
N=24

전체

남자

여자

상

중

하

M

Std

사전
검사

3.5333

.65320

사후
검사

4.0083

.45485

3.8833

.61175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3.9833

.50782

3.1833

.50061

4.0333

.41633

4.0857

.72899

사후
검사

4.3143

.41404

사전
검사

3.3200

.56725

3.9600

.41952

3.2857

.34365

3.7714

.42314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t

df

p

-4.096***

23

.000

-1.254

11

.236

-5.451***

11

.000

-.982

6

.364

-3.207*

9

.011

-3.378*

6

.015

* : P < 0.05, *** : P < 0.001
위와 같은 참여도 검사 결과를 통해,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읽기 학습은 전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왔으며, 남자보다 여자 그리고 수준별에
서는 중위, 하위 수준의 학생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
타났다.
2) 흥미도 검사
흥미도에 대해 전체, 남자와 여자, 영어 학습 능력의 상ㆍ중ㆍ하로 나누어 사전
과 사후의 검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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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흥미도 검사 결과
N=24

전체

남자

여자

상

중

하

M

Std

2.8750

1.00228

3.5000

.74367

3.1500

1.19126

3.6667

.87525

사전
검사

2.6000

.71858

사후
검사

3.3333

.57419

사전
검사

3.6571

1.03740

4.0857

.82347

2.4800

.95778

3.2800

.69410

사전
검사

2.6571

.60778

사후
검사

3.2286

.39036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t

df

p

-6.281***

23

.000

-3.867**

11

.003

-5.001***

11

.000

-2.905*

6

.027

-4.140**

9

.003

-4.804**

6

.003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위와 같은 흥미도 검사 결과를 통해,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읽기 학습이 전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생들의 흥미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신감 검사
자신감에 대해 전체, 남자와 여자, 영어 학습 능력의 상ㆍ중ㆍ하로 나누어 사전
과 사후의 검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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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신감 검사 결과
N=24

전체

남자

여자

상

중

하

M

Std

사전
검사

2.9250

.88231

사후
검사

3.4833

.76877

사전
검사

3.4500

.93079

사후
검사

3.8833

.76495

사전
검사

2.4000

.40000

사후
검사

3.0833

.54910

사전
검사

3.8571

.89230

사후
검사

4.2286

.72506

2.6200

.64256

3.3000

.64807

2.4286

.33523

3.0000

.36515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t

df

p

-5.467***

23

.000

-5.117***

11

.000

-3.727**

11

.003

-2.931*

6

.026

-3.188*

9

.011

-4.804**

6

.003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위와 같은 자신감 검사 결과를 통해,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읽기 학습이 전체
학생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실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영어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읽기 수업은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는 아동들
에게 읽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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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어휘력 향상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어휘력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상위나 하위수준의 학생들보다 중위
수준의 학생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영어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읽기 수업은 영어에 대하여 정의적 영역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위 연구의 읽기 사전ㆍ사후 검사결과에서 본바와 같이 인터넷상의 영어동
화책을 이용한 영어책 만들기 활동은 읽기학습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들이 영어책 만들기라는 쓰기 과정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글을 반복적으로 읽어보게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읽기 능력도 향상 되었는
듯하다.

2. 제언
위와 같은 결과에 반해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
한 문제점에 근거해서 본인의 연구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결과를 볼 때,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단기간
의 일회적인 수업 진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읽기과정
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상의 영어책을 이용한 연구였기 때문에 수업의 필요,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흥미에 알맞은 인터넷상의 사이트가 많이 발견되고 일선 교사들에게 알려졌
으면 좋겠다.
셋째, 이 연구수업은 학교 형평 상 실험반, 비교반을 두지 않고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반만을 실험반으로 가정하고 수업을 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어떤 면이 비교반과
비교하여 새로운 수업 방법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또한
양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니 학습자 개개인의 발달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질적인 연
구과 부족하였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험반, 비교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사용하여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하겠다.

인터넷 상의 언어학습자 문학(영어동화) 407
책 만들기(book-making)를 통한 초등영어 읽기능력 향상 연구

참고 문헌
고난영. (2001).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동화학습이 초등영어의 듣기 및 읽기의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부산교육대학교, 부산.
고민자. (2004). 인터넷 영어동화 수업이 영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부산교육 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김민정. (2003). 요약하기를 통한 영어 읽기ㆍ쓰기능력 향상 방안.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진주.
김정렬. (2000). 내용, 방법 및 매체를 중심으로 본 21C 영어교육. 서울:
홍릉과학출판사.
김정렬. (2003). 웹기반 영어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김진철ㆍ고경석ㆍ박약우ㆍ이재희ㆍ김혜련ㆍ박기화. (1999). 초등영어교수법. 서울:
학문출판.
김혜정. (2002). 영어동화 읽기가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박성수(1995) '아동문학과 영어교육‘, 서울초등영어교육학회지 서울:닐바나 출판사
(2001) ‘영어학습과 문학과 영어교육’ 영어교과교육(창간호) 한국 영어교과
교육학회
박은미. (2003). 인터넷 영어동화와 영어동화책 읽기가 읽기 능력 및 흥미도에 미치
는 효과.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배두본. (2002). 영어교육학 총론. 서울: 한국문화사
이은영. (2002). 동화를 활용한 초등영어 읽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미출간 석사학
위 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춘천.
전복영. (2006). 책 만들기를 통한 초등영어 쓰기 지도 방안.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정동빈 외 (1999). 조기영어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중앙교수학습센터. 책 만들기 개요와 과정. 월드와이드웹:
http://www.edunet4u.net/ksearch/globalSearch.do?org_cd=SVCZ000001&data_no=109
07&seq_no=1&channel=teacher&groups=&searchWord=%B8%DE%C0%CC%C
5%B7%BA%CF에서 2006년 3월 15일 검색함.
최성미. (2000). 영어 동화책 활용이 초등영어 읽기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
출간 석사학위 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Allen, R. V. (1961). Report of the Reading Study project. Monograph No 1. San
Diego: Department of Education, San Diego County.
Applebee, A. (1978). Teaching High-Achievement Students: A Survey of the
Winners of the 1977 NCTE Achievement Awards in Writing.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40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Brosnan, D. K. Brown. ＆ S. Hood. (1984). Reading in Context. Adelaide,
National Curriculum Resource Center.
Brown, H. D. (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Regents
Rumelhart, D. E. (1980). Schemata: the Building Blocks of Cognition. In R. J.
Shanahan, T. ＆ Lomax, R. G. (1986). An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oretical Models of the Reading -Writing Relationship.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78(2).
Smith, F (ed.) (1973). Psycholinguistics and Read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Spiro, B. C. Bruce. and W. F. Brewer (eds.)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quire, J. R. (1983). Composing and Comprehending: Two sides of the Same
Basic Process. Language Arts, 60.
Stotsky, S. (1983). Research on Reading Writing Relationship: A Synthesis and
Suggested Direction. Language Arts, 60.
Wittrock, M. C. (1983). Writing and the Teaching of Reading. Language Arts,
60.
Yopp , H. K. & Yopp, R. H. (1996). Literature - based reading activities.
NJ: Prentice Hall.
논문 접수: 2009년 2월 18일
논문 심사: 2009년 3월 25일
게재 승인: 2009년 4월 6일

인터넷 상의 언어학습자 문학(영어동화) 409
책 만들기(book-making)를 통한 초등영어 읽기능력 향상 연구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Reading ability through
book-making using English books on the Internet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classes
Park SeongSoo(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ee KiJin(Dan-wol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reading ability, participation, interest,
confidence of students after they read English books on the internet, make books,
and then do reading activity with their own books. The object of the study is 24
students in one class of the fifth grade at an elementary school situated in
Danwol myeon, Yangpyong county, Kyonggi province. We have taught lessons
using every Friday's discretionary hour during 22 hours. The concrete object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is as follows. First, how will reading activities through
making English books affect the reading ability of students? Second, how will
reading activities through making English books affect the affective domain of
students? Third, does the activity of making book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ading ability of students? After finishing the study, We reached the
conclusion as follows. First, the activity of making English books through the
internet showed that the reading ability of students, who was familiar with
internet, improved. Second, the reading class through making English books
helped students make the meaningful result of the affective domain. Third, like
we have seen from the result of pretest and posttest of reading, the activity of
making books through using English books on the internet showed that it gave
the positive effect to the reading ability of students.

★ key words : internet books, storytelling, book-making, reading ability,
affective 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