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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영어 교재의 과제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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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영어교육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는 과제(task)를 활용한 교실 상호작용에 대
한 연구와 적용이다. 과제 중심 교수법은 의미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언어 사용을 가능
하게 하므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유용한 교수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첫째, 제7차 교육과정 하에 제작된 초등영어 교
재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를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는 것과, 둘째, 초등 교사들이 영
어 교재에 포함된 과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결
과, 초등영어 교재에 포함된 과제들은 대체로 흥미 있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에는 도움
이 되지만, 진정한 의사소통적 상호 작용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사의 과제 평가 결과 또한 비슷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요소
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전통적인 수업 모형을 대신
할 수 있는 모형으로 과제중심 교수법에 대한 계속적인 적용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경인교육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 경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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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제 중심 접근법(task-based approach)은 영어교육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교수ㆍ학습 방법으로 그 적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과제를 활용한 교실 상호작
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제를 의사소통능력의 신장과 문법교육
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제 중심 접근법의 등장 배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제2언어
습득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Krashen(1981)의 입력가설(input hypothesis)과 Swain(2000)
의 출력가설(output hypothesis)의 등장을 주목할 수 있다. 입력가설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조금 상회하는(i+1) 풍부한 언어 입력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출력가설은
입력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학습자가 스스로 발화해야만 하는(pushed output) 환경
을 마련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입력과 발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으로 과제중심 교수법이 자연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영
어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1970년대 이후 의사소통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이 영어교육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면서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의미에
중점을 두고 행해질 수 있는 교수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동을 탐구하다 보니, 과제 중심 접근법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과제 중심 접근법은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습 결과 뿐 아니라 학습
과정도 중시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교육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과제 중심 접근법에 대한 연구와 적용은 제2언어 습득 연구의 측면에서는 과
제를 수행하는 동안 학습자들이 의미 협상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핵심적인 연
구 관심사로서,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여 과제의 여러 요소들이 학습자들의 수행과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탐구하고 있으며, 영어교육의 측면에서는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과제의 유형과 요소들을 어떻게 조정
하고, 과제를 어떤 순서로 제시하며, 교수-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지 연구하고 있다

(Ellis, 2000).
의사소통적 접근법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교수 방법에
있어 과제 중심의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따라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과
서에 다양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초등영어 교과서의 경우는 학생들이 영어를 처
음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다양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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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과제들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포함되는 과제의 종
류와 수가 늘어난다. 관심은 많고 활용도 많이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과
제 중심 교수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제의
여러 변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절했을 때 학습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에 대한 실험 연구가 부족하고, 교재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에 대한 유형 분류, 수행의
용이성 및 학습 효과 분석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과제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달리 했을 때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험 연구와 더불어 전국의 초
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초등영어 교과서에 어떤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 해
보고, 보완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어 교과서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학자들에 의해 제
시된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고, 학습 효과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초등영어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해 영어를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은 어떻
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과제의 정의
‘과제(task)’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고, 그 범위도 넓거나 좁다. 매우 광범위
한 정의를 한 사람은 Long(1985)으로, 그는 과제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였고, 심지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일들까지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Breen(1989)은 과제를 ‘모든 종류의 언어 학습을 위한 활동’이라 정의하였
다. 즉, 의미에 중점을 두는 의사소통적 활동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유형의 문법 학습
을 위한 연습문제(traditional grammar type exercises)까지 과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위의 두 견해는 너무 극단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다른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보다 수용하기에 적절한 정의는 Nunan(1989)에 의해 제시되었
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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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unicative task is 'a piece of classroom work which involves
learners in comprehending, manipulating, producing, or interacting in the
target language while their attention is principally focused on meaning
rather than form. The task should also have a sense of completeness, being
able to stand alone as a communicative act in its own right'.

그에 따르면 과제는 형태가 아니라 의미에 초점을 두고 행해지는 언어활동이어야
하며, 독자적으로 완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Skehan(1996)도 이와 유사하게
과제를 ‘의미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행해지는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활동이며, 수행
결과 완성하여 그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형태에
중점을 두고 행해지는 연습활동은 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예를 들어, 문법 항목의 연습
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분명한 활동 결과물을 갖고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활동은 과
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Complete the conversation. Then practice with a partner.
A: What ________ you ________?
B: I'm a student. I study business.
A: And ________ do you ________ to school?
B: I ________ to Jefferson College.
A: ________ do you like your classes?
B: I ________ them a lot. (Richards 외, 1997, p. 8)
‘과제’에 대한 여러 정의를 통합하여 과제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Ellis,

2003).
① 과제는 학습자 활동을 위한 계획이다.
② 과제는 우선적으로 의미에 초점을 둔다.
③ 과제는 실생활에서의 언어사용과 관련이 있다.
④ 과제는 언어의 4기능의 사용과 관련된다.
⑤ 과제는 선택하기, 분류하기, 순서정하기, 추론하기 등 인지적 과정을 사용한다.
⑥ 과제는 분명히 정의된 의사소통의 결과물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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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교육에서 과제의 활용
전통적인 영어 수업의 모형은 PPP (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 모형으로 알려
져 있다. 즉, 새로운 언어 내용을 제시하고, 연습을 시킨 후에 익숙해지면 의사소통적
목적을 위해 이를 산출해 볼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오랫동안 영어교
육에서 교사들이 따라 온 것으로, 기본 전제는 영어 습득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
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언어 습득이라
는 것이 이렇게 정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언어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언어 항목을 연습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과제 중심의 활동에 자연스
럽게 노출될 때 학습자는 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배운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도 제시되
었다(Prabhu, 1987; Ellis, 2003).
과제에 대한 관심은 과제 중심 언어교수(task-based language teaching: TBLT)라는
새로운 영어 교수 방법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실제 수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수업 모형이 제시되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 하
나가 Willis(1996)의 수업 모형으로 수업 단계는 과제 전 단계(pre-task), 과제 단계

(task cycle), 언어 초점 단계(language focus)로 나누어진다. 과제 전 단계에서는 교사
가 주제에 대해 소개하고 학습자의 선험적 지식을 활성화하며, 과제에 대해 안내하고,
과제 수행 중 필요한 단어나 구를 학습시킨다. 과제 단계는 다시 과제(task), 계획

(planning), 보고(report)의 세 단계로 나뉘는데, 즉 학습자 스스로 짝 활동 또는 소집
단 활동으로 과제를 수행한 후, 수행 결과를 보고할 준비를 하고, 최종 발표하게 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 초점 단계에서는 과제 수행 중에 나왔던 중요한 어휘, 구
문에 대해 학습하며, 이 때 문법 학습을 위해 의식 고양 활동(consciousness-raising

activities)을 하게 된다. Skehan(1996)도 과제 중심 언어 교수 모형을제시하였는데, 결
과 보고가 과제 후 단계(post-task)에 이루어진다는 점과 의식 고양 활동이 과제 전
단계에서도 활용된다는 점을 빼고는 대체로 Willis의 모형과 유사하다.
과제 중심 언어교수 모형은 전통적인 PPP 모형과는 수업 전개 방식이 대조되는데,

PPP 모형이 언어 제시 후 통제된 연습을 거쳐 후반부에 자유로이 산출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과제 중심 모형은 간단한 도입 후 과제부터 수행하게 하고, 후
반부에 언어에 초점을 두고 어휘, 구문을 학습하게 한다. 두 가지 수업모형을 그림으
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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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전 단계
관련 표현 및 활동 제시

제시
과제 수행 단계
과제 수행 ▶ 발표 계획 ▶결과 발표

언어 연습

과제 수행 후 단계

자유로운 발화

언어연습

<그림 1> PPP 모형과 TBLT 모형의 비교
과제 중심 수업 모형은 세계적으로 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기 보다는, 아직
도 그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고 있는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과제 중심 수
업 모형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성공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었다는 실증 자
료는 그리 많이 찾아볼 수 없으며, 각 교육상황과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
히 적용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도 아직
은 과제 중심 모형이 PPP 모형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효율성을 인정받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제 중심 교수 모형의 장점과 단점을 초등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

∙ 분명한 목표가 있으므로 어린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해 준다.
∙ 언어 노출과 사용의 의미 있는 맥락을 제공해 준다.
∙ 언어 전략 사용과 창의적 언어 사용을 자극한다.
∙ 언어의 상호작용적, 사회적 사용을 조장한다.
∙ 언어 학습의 안정적이고 예견 가능한 구조를 제공한다.
단점

∙ 후반부의 언어 초점 단계에 분석에 지나치게 치중한다.
∙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모국어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 생략된 발화와 외워서 사용하는 어휘군(lexical chunks)의 사용이 과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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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의 경우는 과제 전 단계가 좀 길어져야 하고, 과제 수행 전에 더 많은 준
비가 필요하다.

∙ 어떤 과제를 선정하고, 어떤 순서로 배열할 지 기준이 불분명하다.
과제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위
에서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이 전통적인 PPP 수업 모형 대신 과제 중심 모형을 적용하여
각 차시의 수업을 과제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PPP 수업 모형
을 유지하되, 필요하고 적절한 순간에 과제를 수업 자료 또는 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 Ellis(2003)는 전자를 ‘task-based language teaching’, 그리고 후자를 ‘task-supported

language teaching’이라 일컫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 교과
서는 기본적으로 PPP 모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과제는 대략 3, 4 차시 의사소통 활동
의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산출(production)의 단계에서 과제 중심의 활
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사들이 계속적으로

PPP 모형에 의존하는 이유는 제시-연습-산출의 단계에 따라 수업을 하는 것이 수업 전
개가 원활하고 교사의 통제가 용이하고 때문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Skehan, 1996).

3. 과제의 유형
과제 중심 언어 사용과 학습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론적 입장이 있어 왔다.
한 가지는 심리언어학적 관점(psycholinguistic perspective)으로서, 과제는 학습자에게 학
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장치이며, 과제의 설계가 결국 과제 수행 중 나타나게
될 언어 사용의 종류와 학습의 기회를 결정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Long(1989)의 상호작용
가설(interaction hypothesis), Skehan(1996)의 인지적 접근법(cognitive approach), 그리고

Yule(1997)의 의사소통의 효율성(communicative effectiveness) 이론 등이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것들이다. 또 다른 관점은 사회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y)으로서 구성주의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제 수행은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대화 상대자들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개개인이 특별한 방식으로 과제를
해결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Swain과 Lapkin, 1998)은 같은 과제
를 수행하게 하더라도 학습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화와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사례
들을 증거로 제시한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과정을 밝히는 것이 결국은 언어습득 과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며, 이것이 주 연구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미리 과제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조절하고 과제를 설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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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의미 없는 일이며,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Ellis(2000)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 평가하면서, 전자가 계획(planning)에 초점을 둔다
면 후자는 과제 수행 중의 즉흥적 상호작용(improvisation)에 초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
을 뿐, 서로 반드시 상치되는 개념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사실, 과제의 설계가 중요하
며, 과제의 유형 및 수행 상의 변인에 따라 의미 협상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다(Pica, Kanagy와 Falodun, 1993).
과제의 구성 요소를 기술하는 틀은 Nunan(1989)에 의해 제시된 것이 가장 많이 사
용되는데, 그는 과제의 설계 요소로 목표(goals), 입력 자료(input data), 교실 상황

(classroom settings), 활동 유형(activity types), 활동 주제(activity themes)를 포함시켰
다. 목표는 과제의 일반적 또는 특별한 목적에 대한 진술로서 예를 들어, ‘사물의 위
치를 기술할 수 있다’ 또는 ‘길을 묻고, 묻는 말에 답할 수 있다’ 등과 같이 나타날 것
이다. 입력 자료는 대화문과 같은 언어적 자료와 그림 사진 등과 같은 비언어적 자료
로 구분된다. 교실 상황은 활동이 개인 활동인지, 짝 활동인지, 그룹 활동인지 구분하
는 기준이다. 활동 유형은 각 과제가 짝짓기, 기술하기, 정보 차이 활동, 문제 해결 활
동 등 여러 활동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활동
주제는 활동이 일상생활, 여행, 과학, 동물 등 다양한 주제 중 어디에 속하는지 기술
하는 것이다. Jeon(2005)은 Nunan의 과제 기술 양식을 사용하여 한국의 고등학교 교
과서에 포함된 과제의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
과제의 유형 분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교육적 관점을 취한
학자로서 Willis(1996)의 분류를 들 수 있다. 교육적 관점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
자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기술한 것이다. 즉, 나열하기, 순서 정하기와 분류
하기, 비교하기, 문제 해결하기, 개인적 경험 공유하기, 창의적인 과제 등이 그것이다.
인지적인 관점을 취한 학자들의 경우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어떤 인지적인 활동이
요구되는가에 따라 과제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Prabhu(1987)는 과제를 정보 차이 활
동(information gap activity), 추론 차이 활동(reasoning-gap activity), 의견 차이 활동

(opinion gap activity)으로 구분하였다. 정보 차이 활동은 학습자 간의 정보 전달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한쪽에서만 정보를 주는 일방(one way) 과제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양방(two way) 과제가 있다. 추론 차이 활동은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주어
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론해 내는 활동이다. 의견 차이 활동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감정, 태도 등을 서로 밝히고 협상함으로써 가능한 해결점에 도달
하는 활동이다. 이 경우, 정해진 답은 없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과제의 분류는 상호작용이 언어 학습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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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여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이 양방으로 이루어지
고, 모든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해결점에
도달하는 과제,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보다는 하나의 해결책이 요구되는 과제가 의미
협상을 더 촉진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Ⅲ. 초등영어 교재의 과제 유형 분석

1. 초등영어 교재의 학년별 과제 분석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과제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초등영어 교과서(3, 4, 5, 6학년)
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유형의 분석에 있
어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세 가지 관점을 모두 취하기로 하며, 기본 틀에 있어서는

Nunan(1989)의 과제 기술 양식을 다소 변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과제 분석
의 틀은 Ellis(2003, p. 217)에 의해 제시된 것과 유사한 것이 되며, 다소 간소화한 형
태를 갖는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틀을 제시한 것이다.

<표 1> 초등영어 교재의 과제 유형 분석을 위한 틀
설계의 특징
입력
상호작용 조건

관련 요소 및 분류
매개(시각자료, 구어, 문어)

1. 관계(일방, 양방)
2. 참여(의무적, 선택적)
3. 결과(수렴적, 독자적)

교실 상황

조직(개인, 짝, 조)

활동 유형

나열하기, 순서정하기와 분류하기, 비교하기, 문제해결, 개인경
험 공유, 창의적 과제

인지적 과정
수행결과

정보 차이, 의견 교환, 설명하거나 추론하기

1. 매개(시각자료, 구어, 문어)
2. 범위(폐쇄, 개방)

위의 표에 나타난 요소들 중 입력은 과제 수행을 위해 주어지는 자료이며, 그림, 사
진, 행동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와 언어 자료(음성언어 자료와 문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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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료)로 나누어진다. 상호작용 조건은 과제 수행을 위해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경우,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형태인가 아니면 서로 주고받는 형태인가, 구성원
이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아니면 참여가 선택 사항인가, 그리고 상호작
용은 하나의 공통된 결과를 얻기 위해 하게 되는가 아니면 각자 독자적인 결과를 얻
고자 하는가의 세 가지 요소가 관련된다. 교실 상황은 활동을 할 때 개인이 하는가,
대화 상대자가 한 명인 짝 활동인가, 아니면 여러 명과 상호작용하는 조별 활동인가
를 나타낸다. 인지적 과정은 Prabhu(1987)의 제안대로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았다. 활
동 유형에서는 Willis(1996)의 분류기준을 따르되, 조사하기(survey)와 같은 활동은 어
린이 과제 유형 분류에서 Willis는 별도의 범주로 정하였으나 여기서는 문제해결 활동
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분석 대상 교재가 영어 학습의 시작 단계에 있는 어린이를 위
한 것이므로, Willis가 제안한 것처럼, 활동이 의미에 중점을 두고 행해지는 것이고, 목
적이 분명하며, 수행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면 간단한 활동까지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그러나 역할놀이의 경우는 교재에 나온 대본을 그대로 재연하는 경우는 연습활
동에 가까우므로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 창의적으로 발화하
는 경우만 과제로 취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행결과가 시각자료, 구어, 문어 중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보았고, 단 하나의 가능한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다양한 결과가
가능한지에 따라 과제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
에 따라 초등교재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초등영어 교재의 과제 분석 결과(수/%)
설계의 특징
입력

상호작용

관련 요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 과제수

시각자료
구어
문어
없음

10(62.5%) 8(50%) 27(65.85%) 23(60.53%)
6(37.5%) 7(43.75%) 8(19.51%) 7(18.42%)
0(0%)
1(6.25%) 2(4.88%) 12(31.58%)
0(0%)
0(0%) 2(4.88%) 0(0%)

68
28
15
2

1. 일방
양방
없음

11(68.75%) 7(43.75%) 15(36.59%) 16(42.11%)
5(31.25%) 9(56.25%) 24(58.54%) 21(55.26%)
0(0%)
0(0%)
2(4.88%) 1(2.63%)

49
59
3

2. 의무적
선택적
없음

16(100%) 16(100%) 38(92.69%) 36(94.74%)
0(0%)
0(0%)
1(2.44%) 1(2.63%)
0(0%)
0(0%)
2(4.88%) 1(2.63%)

106
2
3

3. 수렴적
독자적
없음

11(68.75%) 7(43.75%) 16(39.02%) 19(50%)
5(31.25%) 9(56.25%) 23(56.1%) 18(47.37%)
0(0%)
0(0%) 2(4.88%) 1(2.63%)

53
5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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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특징

관련 요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 과제수

교실상황

개인
짝
조

8(50%) 7(43.75%) 10(24.39%) 10(26.32%)
4(25%) 5(31.25%) 12(29.27%) 11(28.95%)
6(37.5%) 6(37.5%) 19(46.34%) 17(44.74%)

35
32
48

활동유형

나열
순서/분류
비교
문제해결
개인경험 공유
창의적 과제

1(6.25%)
0(0%) 1(2.44%) 1(2.63%)
1(6.25%) 4(25%) 8(19.51%) 7(18.42%)
5(31.25%) 5(31.25%) 10(24.39%) 7(18.42%)
8(50%) 7(43.75%) 18(43.9%) 18(47.37%)
1(2.63%)
1(6.25%)
0(0%)
0(0%)
0(0%)
0(0%) 4(9.76%) 4(10.53%)

3
20
27
51
2
8

5(31.25%) 2(12.5%) 8(19.51%) 7(43.75%)
0(0%)
0(0%)
0(0%)
0(0%)
0(0%)
0(0%)
0(0%)
1(2.63%)

22
0
1

1. 시각자료
구어
문어
요구 안함

8(50%) 10(62.5%) 23(56.1%) 17(44.74%)
4(25%) 2(12.5%) 12(29.27%) 16(42.11%)
0(0%)
0(0%) 4(9.76%) 12(31.58%)
4(25%) 5(31.25%) 7(17.07%) 5(13.16%)

58
34
16
21

2. 폐쇄
개방

12(75%)
4(25%)

53
58

정보 차이
인지적 과정 의견 교환
설명/추론

수행결과

총 과제 수

16

8(50%) 17(41.46%) 16(42.11%)
8(50%) 24(58.54%) 22(57.89%)
16

41

38

111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과제 수는 111개이고, 입력, 교실상황, 수행 결과
중 매개(시각자료, 구어, 문어)는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111개를 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입력이 없거나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예: 책 만들기, 만화 완성하기 활
동)가 있어 ‘없음’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고, 어린이 과제의 경우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뚜렷한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는 과제들도 있으므로 ‘요구 안함’이라는 항목을 두었다.
먼저 입력부터 결과를 살펴보면, 시각자료로서 과제의 입력을 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구어, 문어의 순서로 나타났다. 문어로 입력을 제시한 경우는 6학년에 들어 갑
자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상호작용은 일방과 양방, 그리고 수렴적 활동과 독자적
활동이 비슷한 비율로 포함되었고,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런지 대부분의 활동이 참여자 모두의 의무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들이었다. 교실 상
황 면에서 살펴보면, 개인, 짝 활동이 비슷한 비율로 들어가 있고, 조별 활동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별 활동이라 하더라도 조 내에서 조원들을 둘로 나누
어 대화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짝 활동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활동 유형을 보면, 문제해결 활동이 가장 많았고, 순서 정하기와 분류하기, 비교하
기 활동이 비슷한 비율로 들어가 있었다. 창의적 과제는 고학년이 되면서 차츰 포함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지적 과정에 따라 분석해 보면,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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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견 교환과 설명/추론하기 활동은 거의 없었고, 정보 차이 활동(information gap

activity)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다. 수행결과는 그림, 행동 등 시각자료로 나타내게 되
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문어로 나타내기를 요구하는 활동들이
있었다. 또한 그림과 문어, 그림과 구어 등 두 가지 매개 이상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과제들도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물의 범위에 있어서는 폐쇄적 과제와 개
방적 과제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저학년일수록 폐쇄적인 과제가 많았다.
그러면 초등 교재에 어떤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자. 다음은 학년별로
과제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며, <표 3>은 그 중 하나의 과제를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
한 것이다.
과제의 종류

∙ 3학년: 빙고, 물건 알아맞히기, 말 전하기, 동물 조사하기, 말판 놀이, 옷 입히기,
선물 주고받기, 동작 전달하기

∙ 4학년: 일기도 완성하기, 카드 짝 모으기, 시각 알아맞히기, 인물 그리고 조사하
기, 시장 놀이, 주인 찾아 주기

∙ 5학년: 숨은 물건 찾기, 요일 추측하기, 다른 점 찾기, 길 안내하기, 정보 차이 활
동, 만화 완성하기, 문장 연결하기, 10년 후 모습 그리기, 일정표 만들기

∙ 6학년: 조사하기, 창의적 역할 놀이, 물건 사기, 가족 찾기, Tic-Tac-Toe, 신문 만들
기, 동아리 만들기, 그림에 맞게 일기 쓰기, 문장 고치기 놀이, 책 만들기

<표 3> ‘다른 점 찾기 활동’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예
설계의 특징
입력
상호작용 조건

관련 요소 및 분류
매개 - 시각자료 (2장의 그림)

1. 관계 - 양방(둘 다 정보를 갖고 있음)
2. 참여 - 의무적(반드시 두 사람이 참여해야 함)
3. 결과 - 수렴적(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해결점을 향해 감)

교실 상황

조직 - 짝

활동 유형

비교하기(두 그림을 비교하여 차이를 발견하는 활동)

인지적 과정
수행결과

정보 차이(두 학생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음)

1. 매개 - 시각자료(수행 결과가 두 그림의 다른 점을 그림에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범위 - 폐쇄 (한 가지 정해진 답만 가능함)

(※ 다른 점 참기 활동: 짝 활동으로, 약간 다른 두 장의 그림을 서로 보여주지 않고
대화를 통해 다른 점들을 찾는 정보 차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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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영어 교재에 포함된 과제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카드를 활용한 활동
이었는데, 카드 집기, 카드 모으기, 카드 전달하기, 카드 짝 찾기, 순서에 맞게 카드
늘어놓기, 카드 알아맞히기 등 전 학년에 걸쳐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카드놀이가 많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 과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Ellis,

2003)을 살펴보면, 상호작용이 양방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해결점에
도달하는 과제,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보다는 하나의 해결책이 요구되는 과제가 의미
협상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과제를 설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교재를 만들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도 많으므로, 과제의 설계 측면에서만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앞으로 교재
에 포함시킬 과제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 제2언어 습득연구와 영어교육 현장에서의 실
험 연구의 결과들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과제를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활동을
과제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서, 때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Willis(1996)와 같은 학자는 어린이의 경우 한 가지 과제에 오래 집중할 수 없으므로,
짧고 간단한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엄격한 의미에
서 과제로 보기에 어려운 활동들도 과제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자도 다소 넓
은 범위에서 과제를 보았다. 즉, 목적이 분명하고,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행
결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과제로 보았으며, 언어 연습의 성격이 짙
거나 단순한 놀이로 생각되는 경우는 과제에서 제외시켰다. 이론적 바탕 위에 나름대
로의 기준을 갖고 과제를 선정하셨으나, 단독으로 판단한 것이기에 다른 학자들과 비
교해 보았을 때 약간의 의견 불일치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여러 가
지 분류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Ⅳ. 초등영어 교재에 포함된 과제에 대한 교사 평가

위에서 초등영어 교재에 어떤 종류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
았다. 초등영어 교재에 포함된 과제들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
아보기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초등영어 교재를 사용하여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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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38명으로, 이 중 전담교사 경험이 있는 교사가 17명이었다. 설문지의 문항은

Nunan(2004)의 과제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10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교사들의 대체적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단순화한 형태의 평가로, 심도 있는 평가에
비해 문항의 수도 적고 참여 인원도 충분치 못하였으므로, 보다 많은 교사를 대상으
로 정밀 평가를 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밝히며,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다음의 표는 각 문항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빈도수와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초등영어 교재에 포함된 과제에 대한 교사의 평가 (명/%)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과제가 흥미 있고 동기부여를 한다 4(10.5) 15(39.5) 11(28.9) 6(15.8)

2(5.3)

1(2.6) 21(55.3) 12(31.6) 4(10.5)

0(0)

0(0) 7(18.4) 18(47.4) 10(26.3)

3(7.9)

매우
그렇다

문항

2. 과제의 난이도가 적절하다
3. 과제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
도한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4. 과제의 지시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다 7(18.4) 20(52.6) 9(23.7)

2(5.3)

0(0)

2(5.3) 16(42.1) 15(39.5) 4(10.5)

1(2.6)

6. 과제가 실생활의 과제를 반영한다

0(0) 4(10.5) 17(44.7) 15(39.5)

2(5.3)

7. 과제가 진정한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0(0) 6(15.8) 14(36.8) 16(42.1)

2(5.3)

5. 과제가 학습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8. 과제가 학생들 간의 상호 협력을
유도한다
9. 과제가 학생들이 언어표현을 정확히
익히는 데 도움을 준다
10. 충분히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1(2.6) 21(55.3) 13(34.2)

3(7.9)

0(0)

0(0) 6(15.8) 12(31.6) 18(47.4)

2(5.3)

2(5.3) 9(23.7) 13(34.2) 10(26.3) 4(10.5)
(응답자 수 38명)

위의 표를 살펴보면, 과제의 흥미도와 난이도, 분명한 지시, 학습 목표 달성에의 기
여도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과제가 실생활의 과제를 반영하는 정도, 언어 사용의 정확성 신장에 기여하는
정도, 진정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정도에 있어서
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과제의 다양성 면에서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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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과제가 부족 했다고 볼 수 있
겠다. 혹은 과제 자체의 목표와 의도는 잘 설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
생들이 의도된 바대로 의사소통하지 않고, 생략된 발화를 하거나 모국어 사용 현상이
나타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과제도 있을 수 있음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언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과제수행을 하는 경우 흔히 나타나
는 문제점으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제 수행이 언어사용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평가
또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결과이다. 이는 유창성 위주의 과제와는
별도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형태 위주의 과제도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영어교육에서 교수-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과제 중심 교수법과 과제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고, 여러 학자들의 분류 기준에 따
라 초등영어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의 유형을 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초등영어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해 초등 교사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문지
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교재 분석 결과, 초등영어 교재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특히 구어 능력의 발달을 목표로 해서 그런지 학생들의 의무적인 참여를 조장하고 흥
미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의미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유형의 과제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앞으로 과제를 설계할 때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과제 분석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과제를 준비할
약간의 시간을 주었을 때,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과제를 반복하여 하도록 하였을 때
학습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Bygate, 1999)가 있으므로, 이를 교수-학습 방법과 활동
에 어떻게 반영할 지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과제는 PPP 수업 모형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제 중심 수
업 모형을 적용한 수업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차후에는 하
나의 수업 모형으로서 과제 중심 모형을 우리의 교육 상황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
할 지에 대해 계속적인 탐구와 적용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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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모든 환경과 모든 학습자에게 다 효과가
있는 교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때 비로소 최고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새로
운 방법에 대한 도전과 실험을 끊임없이 시도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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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asks in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Kim, Hye-Ryun
If learners are to develop the competence they need to use a second language
easily and effectively in the kinds of situations they meet outside the classroom,
they need to experience how language is used as a tool for communication inside it.
A task can function as a useful device for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since it involves real-world process of language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1) to analyze the tasks in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according to criteria of task classification; (2) to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research concer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evaluation of task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tasks were interesting and motivating. However, they
seemed to be deficient in promoting authentic language use and facilitating
interacti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lso showed similar responses along this
line. The teachers looked like thinking that tasks were not appropriate enough to
prompt genuine communicative interaction. In the future, further research on the
effective use of tasks in the EFL situation and task-based syllabus design needs to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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