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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래에 초등 영어교육에서 관심이 증가한 스토리텔링 수업 중 가장 다
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학술정보원에 탑
재된 수업동영상을 분석하여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의 유형과 양상을 조사한 사례연
구이다. 연구의 질문은 첫째, 초등학교 영어 수업동영상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수업에
서 후속활동은 이야기 텍스트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둘째, 초등학교 영어 수업동
영상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은 어떤 유형과 양상을 보이는가이다. 연구의 대
상은 교육학술정보원에 탑재된 최근 3년간의 수업 동영상들 중에서 선정한 21개의
스토리텔링 수업이다.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에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은
이야기 텍스트의 언어적 요소였으며, 내용적인 요소는 매우 적었다. 둘째, 스토리텔
링 후속활동은 학생들이 학습한 언어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유형과 자유로운 언
어를 사용하는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전자가 지배적인 양상을 보였다. 셋째, 학습자
의 이야기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심미적이고 내러티브적인 반응을 반영한 활동은 극
히 제한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스토리텔링 수업에서 이야기에 대한
학생들의 심미적이고 내러티브적인 반응을 활성화하고 이를 수업에 연결시킴으로써
실제적이고 의미 있으며 학습자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언어습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후속활동, 초등 영어, 내러티브, 심미적
반응

Ⅰ

. 서 론

근래 몇 년 사이에 초등 영어수업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수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해 왔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이 수반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상호작용
* 이 논문은 2011년도 대구교육대학교 연구교수 지원금을 받아 작성한 것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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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인해 아동들의 언어능력과 문식력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Isbell, Sobol,
Lindour & Lowrance, 2004; Strickland & Morrow, 1988. 1989) 효과적인 교수·학습
의 매개가 된다. 국내에서 스토리텔링 수업에 대한 연구는 연구논문보다 학위논문에
서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2013년 한 해 발표된 학위 논문만도 다수에 이른다
(구우서, 2013; 엄윤경, 2013; 이경화, 2013; 이세경, 2013; 이숙미, 2013; 임희정, 2013;
허은화, 2013).
영어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접근은 교사가 학생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행동주의적인 교수법으로부터 아동이 학습의 주체로서 스스로 의미를
발견해낸다고 보는 사회문화적인 시각으로의 전환(Fisher, 2005)과 맥을 같이 한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쌍방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활동이다(김광욱, 2008). 현재 초등 영어수업은 교사
주도적인 경향이 강하며 학습자의 적극적인 발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
이 되어왔는데(김영민, 2010; 김영태, 2003; 김진석, 2013; 박광노, 2005),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은 학습자의 내적동기를 불러일으키고 교사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언어 습득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언
어습득을 기대할 수 있다(Roney, 1996; Wright, 1995).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영어수업에서 아동들의 구어적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
고한 연구가 다수 있다(김동원, 2001; 김현영, 2004; 유은아, 2011; 이승렬, 홍영숙,
2005; 임희정, 2013; 정윤희, 김현옥, 2012). 그러나 교사와 학생의 발화를 분석함으로
써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조사한 연구는 임희정(2013)만 발견되는데, 이 연구는 대부
분의 구조주의적인 교실담화 분석과 같은 선상에서 “반복”, “명료화”, “질문” 등과 같
이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며 발화의 내용적 측면은 다루지 않았다.
이야기는 풍부한 언어 자료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내용과 개인적인 반응에 대해 이야
기하는 과정에서 언어능력의 향상 기회 또한 제공한다(Elley, 1989; Nelson, 1989;
Sulzby & Teale, 1991). Wright(1995)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에서 이야기를 “문
법이나 특정한 어휘 영역 혹은 기능을 소개하고 연습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을 경계
하고 교사들은 “이야기의 마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p. 5). 같은
맥락에서 유은아(2011)는 학생들이 이야기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
하도록 하는 수업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수업에서 어떤 활
동의 유형과 양상을 통해 학습자의 의미 있는 발화 기회가 생성되는지를 알아볼 필
요가 있다.
현재 초등 영어수업에서 스토리텔링은 대체로 읽기 수업과 같은 구조를 따라 이야
기하기 전과 이야기 도중, 그리고 후속 단계(김현영, 2004; Wright, 1995)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학술정보원에 탑재되어 있는 수업동영상을 대상으로
가장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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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영어 수업동영상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수업에서 후속활동은 이야
기 텍스트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둘째, 초등학교 영어 수업동영상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은 어떤 유형과 양
상을 보이는가?
이 연구는 초등 영어 수업동영상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을 분석하고 그 유
형과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학습자의 의미 있는 언어습득을 안내하는 스토리텔링 후
속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텔링

1. 영어 교육에서 스토리

의 의미와 의의

영어교육은 인지주의적인 패러다임에서 언어의 구조와 기능적 의미를 익히는 것
이 주요 목표가 되어 왔다(Firth & Wagner, 2007). 그러나 일찍이 van Lier(1988)가
주장했듯이, 언어습득은 학습자가 교사의 입력을 받아들여 정확한 언어 형식을 산출
해내는 체계적인 과정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와 교사 등
다른 사람들과 언어를 매개로 하여 상호작용(Vygotsky, 1978)을 할 때 일어난다.
스토리텔링은 언어를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충분히 살린 활동이
라고 볼 수 있다. 김광욱(2008)은 스토리텔링이 다양한 형식의 서사를 아우르는 개념
이라고 정의하고, “이야기 텍스트”와 “이야기하기(narrating)", 그리고 ”이야기판
(Champ)”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야기하기”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야기판”은 이야기의 주고받음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여건을 가리킨다. 이에 의하면 영어교실에서 스토리텔링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적
발화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 또한 필요로 한다. 영어가 모국어
이거나 제 2언어인 국가에서는 교사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보다 교사의 소리 내
어 읽어주기에 대한 연구(Barrentine, 1996; Dickinson & Smith, 1994; Sipe, 2000,
2002)와 아동들의 이야기하기나 이야기 다시하기(retelling)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한
경향을 보이는데(Dyson & Genishi, 1994; Morrow, 1985; Strickland & Morrow,
1989), 국내에서는 대조적으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은 것은 영어를 외국
어로 접하는 초보 학습자들에게는 교사가 이야기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보다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과 동기, 흥미, 집중도 등을 고려하면서 텍스트를 직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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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스토리텔링 활동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본질은 독자의 텍스트에 대한 태도
(stance)(Rosenblatt, 1982, 1994)와 내러티브적 사고(한승희, 1997; Bruner, 1986)로 설
명할 수 있다. 아동은 이야기에 심미적 태도(aesthetic stance)(Rosenblatt, 1982)를 형
성하고 주관적인 반응을 하는 가운데 이야기에 내재한 불확정성 혹은 빈자리를 메우
기 위해(김재춘, 배지현, 2009) 자신의 삶을 연결시켜 적극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낸다.
아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우선적인 감정인 즐거움은 아동을 이야기에 몰입
시키며 궁극적으로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력과 문식력을 발달시킨다(Sipe, 2002).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인 이해의 중요성은 구조주의적이고 행동주적인 패러다임에서
언어의 체계적인 입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초등 영어교실에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
다. 영어수업에서 이야기 텍스트를 정확한 의미 해독 학습을 위한 자료로서만 사용한
다면 텍스트가 갖고 있는 교육적 잠재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Elley, 1989;
Nelson, 1989; Sipe, 2000, 2002; Sulzby & Teale, 1991).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수업
에서는 아동의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반응의 표현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
은 실제적인(authentic) 언어학습을 유도할 것이다. 한 편, 이야기 텍스트는 논리적이
고 실증적인 패러다임적 사고의 밖에 있는 내러티브적 사고(한승희, 1997; Bruner,
1986)를 요구한다. 영어수업에서 이야기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식에 해당하는
어휘와 표현, 그리고 문장의 의미의 학습만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이야기 텍스
트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층위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다. 아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경험과 삶에 근거하여 텍스트의 빈 공간을 메우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
으로 이야기를 해석한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수업은 아동이 개인적 경험과 삶을 텍스
트와 연결시키고 이에 근거한 주관적인 반응을 활발히 이야기하는 장을 제공해야 한
다. 더 나아가 이야기는 내러티브적 사고를 통해 아동이 자신과 자신의 삶, 세계의
의미를 발전시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변화시켜나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Dyson & Genishi, 1994; Sipe, 2002).

텔링

2. 스토리

·

교수 학습 활동의 구성 단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은 대체로 읽기 텍스트를 활용한 수업과 같은 절차를 따
라 이야기하기 전 단계와 도중, 그리고 후속 단계로 구성된다(김현영, 2004; Wright,
1995). 각 단계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전략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안내 역할을 한다.
각 단계의 활동과 주요 전략을 Wright(1995)와 Stoodt-Hill & Amspaugh-Corson
(2008)을 참고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야기하기 전 단계는 학생들이 이야기에 호기심과 흥미를 갖도록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야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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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목표이다. 주요 활동과 전략은 이야기의 첫 장면과 제목을 보고 자신의 경험과 연
결 지어 떠오르는 심상이나 이야기 이야기하면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기, 그리고 이
야기의 첫 장면을 포함하여 몇 장면을 보고 내용 예측하기 등이 있다. 교사는 학생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만한 어휘와 표현, 그리고 내용적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가르친다.
이야기 도중 단계는 학생들이 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번 들음으로써 내용을 이해하
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상황 속에서는 언어의 의미를 익
히는 것도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고 질문을 생성하며 이
야기를 다른 텍스트나 개인의 경험, 또는 배경지식과 연결시키는 전략을 명시적, 암
시적으로 가르친다. 이야기 들으면서 그림 그리기, 그림을 순서대로 배열하기, 그림을
보고 묘사하는 글 찾기, KWL 차트나 도식조직자(graphic organizer) 완성해가기, 그
리고 자신의 반응 이야기하기 등이 활동의 예이다. 또한 교사는 전체 읽기와 나누어
읽기 등 다양한 방식의 읽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여러 번 읽도록 한다.
이야기 후속 단계는 스토리텔링 후에 배운 것을 정리하고 확산하는 단계로서 다른
단계에 비해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며 다양한 종류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단
계에는 단어와 표현 등 언어적 차원과 이야기의 내용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
학습이 되도록 하며, 자신의 학습과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전략 사용을 가르친
다. 또한 텍스트의 인물과 장소, 사건과 같은 내러티브적 요소에 대한 비평적이고 창
의적인 반응도 유도함으로써 언어습득이 진정한 의미의 생성과 소통의 맥락에서 이
루어지도록 한다. 활동의 예로서는 이야기 다시 말하기, 극화하기, 토의하기, 도식조
직자나 차트, 일지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글쓰기, 놀이, 게임, 노래하기 등이 있다.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교육학술정보원에 탑재된 초등학교 영어 수업 수업동영상 중에서 스토
리텔링을 이용한 영어수업이라는 제한된 활동을 관찰한 사례연구(Creswell, 2012)이
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스토리텔링 수업의 지배적인 유
형과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교육학술정보원의 수업동영상 자료 사이트에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탑재된 총 871)개의 영어 수업 중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들이다. 교사가
1) 개수 상으로는 89개이나, 똑같은 수업이 두 개가 탑재되어 있고 한 개는 다른 교과 수업이
므로 실제로는 8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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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활동의 일부를 “스토리”나 “스토리텔링”이라고 제시한 수업은 모두 스토리텔링
을 활용한 수업으로 간주하였는데, 그 결과 스토리텔링이 학생들의 모둠활동으로서
이용되었으나 교사의 교수활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업 1개를 제외한 21개의 수
업이 연구의 자료가 되었다.
선정된 자료는 전국 각지의 영어수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탑재된 동영상들의 대부분은 교사가 공개를 목적으로 준비한 수업이
므로 일상적인 영어수업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초등 영어교육에서 스
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의 성격에 대한 주도적인 접근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자료의 분석과 해석

수업은 모두 전사되었는데 수업의 언어적·비언어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
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녹화된 수업의 특성 상 학생들이 모둠이나 개인별로 활동을
할 때는 전사가 불가능했으나 연구의 목적은 활동의 유형과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으
므로 이 경우에는 교사가 제시한 활동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
이 모둠 활동 후에 발표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모두 전사를 하였다.
자료 분석은 두 갈래로 하였는데, 일차적으로 수업 별로 이야기 텍스트의 요소 중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에 반영된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별로 분석하였다. 그 다음엔
귀납적인 분석 과정에 의해 각 활동들이 나타내는 특징을 코딩한 후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주어진 언어를 사용하는 활동과 자유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활동이
구분되었다. 이 활동들 중에서 텍스트 내용에 대한 반응을 이용하는 활동들도 범주화
되었다. 한편, 활동들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그리고 구어와 문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에
서 단어 지도 부분이 별도로 드러나는 경향이 강해 단어지도는 따로 분류하였다. 해
석하는 과정에서는 자료에서 발견되는 것 외에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해체적인 시각(황미향 외, 2010)으로 보려고 하였다.

견

IV. 발

텔링 후

1. 스토리

및 논의

된 야

속활동에 반영

이

기의 요소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이 이야기 텍스트와 갖는 연관성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밝
히기 위하여 후속활동에 반영된 이야기 텍스트의 요소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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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 이해를 위하여 이야기의 개요와 수업 목표도 간략히 기술하였다.
<표 1> 후속활동에 사용된 스토리텔링의 요소2)

후속활동에 수
제목
내용
사용된 요소 업*
누가 자신의
Story of the 두더지가
4 The
머리에
똥을
쌌는지 찾으러
Little Mole
다님
아이가 공을 연못에
빠뜨리자 만나는 동물들에게
5 없음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묻고
하마를 만나서 공을 찾음
Can
You
Find
It
캄캄한 밤에 보이는 사물과
7 Outside?
동물들을 묘사함
Animal
동물들이 자신이 더 훌륭한
단어, 표현 9 The
Contest
이유를 말함
What's
the
Time,
하루 종일 배고픈 늑대가
17 Mr. Wolf?
하루 일과를 이야기함
나무꾼이 물건의 주인을
18 없음
찾으러 다니다가 선녀를
만남
왕이 왕관을 쓴 채 왕관을
19 없음
찾으러 동물들한테 감
is Bingo 빙고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21 What
Doing?
일
단어, 표현, 1 Our Action
집안의 여러 장소에서 하고
장소
House
있는 활동
백설공주가 생일에 선물을
표현, 상황 12 없음
받고 풀어봄
Mr. Bean이 가게에서 칼을
단어, 표현, 8 없음
삼
장소, 상황
배고픈 아이에게 엄마가
단어, 표현, 2 없음
야채로 비빔밥을 만들어 줌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소재
11 Swing
묻고 대답함
표현,
Kelly's
Diary
in
원어민 교사 Kelly가
20
소재(일기)
Korea
한국에서 한 여러 가지 일
얼굴 부위가
Go Away Big 괴물에게
3
하나씩
사라지라고
단어, 표현,
Green Monster! 괴물 얼굴이 없어져말하자
감
등장인물
6 Seokchan's Day 시간을 묻고 석찬이가 하고
2) 동영상 수업을 번호로 표시하였음.

수업목표
물건이 상대방
것인지 묻고
답하기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묻고 답하기
감탄하는 말하기
비교하는 말과 그
이유를 말하기
시간을 묻고 할
일 이야기하기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고
답하기
물건의 위치를
묻고 답하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기
축하하는 말과
선물을 주고받을
때 하는 말하기
물건 살 때 주고
받는 말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답하기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묻고 답하기
지나간 일에 대해
묻고 답하기
묘사하는 말하기
현재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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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에 대해 말함
제리가 위험한
Treasure 생쥐
10 Jerry's
동물들을
피해 보물상자를
Island
찾아감
The Very
애벌레가 배가 고파 매일
14 Hungry
음식을 점점 더 많이 먹고
Caterpillar
나비가 됨
단어, 표현,
아이들을 싫어하는 마법사
줄거리
Wizard
of
the
집의 담에 아이들이 그림을
16 Wall
그리는데 마법사가 그림을
보고 아이들을 좋아하게 됨
시골 쥐가 도시 쥐 집에
Country
Mouse
15 City Mouse
가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표현, 줄거리
무엇인지 질문함
Go
Away
Big
얼굴이 조금씩 생긴
13 Green Monster! 괴물의
후에 부위가 하나씩 사라짐

일에 대해 말하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기
허락을 요청하는
질문하고 답하기
하고 싶은 일을
묻고 대답하기
무엇인지 묻고
답하기
감탄하는 말하기

스토리텔링에 이용된 이야기 텍스트에는 단어와 표현과 같은 언어적 요소 외에도
내용적 요소인 시간과 장소, 인물, 상황, 소재, 주제 등 이야기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
를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모든 요소가 반영된 후속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
다. <표 1>의 왼쪽 칸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에 공통적으
로 반영된 것은 이야기 텍스트에 나온 단어와 표현이었다. 그 외에는 장소나 상황,
소재, 등장인물, 줄거리가 반영된 후속활동들이 있었다.3) 무엇보다도 총 21개의 수업
중에서 8개의 수업에는 이야기의 단어와 표현만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이야기 텍스트의 언어적 요소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가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야기의 내용적 요소는 거의 반영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의 언어적 요소 외에도 장소나 인물, 소재, 줄거리 등 내용적 요소가 후속활
동에 반영된 수업은 모두 13개로서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후
속활동 중에서 장소나 인물, 소재, 상황은 제시된 단어와 표현이 내포하는 의미 맥락
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후속활동에 이들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스토
리텔링의 내용적 요소를 충분히 살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령, 1번과 8번 수
업의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는 각각 집과 가게라는 장소와 떼어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었으며 2번과 11번, 20번 수업 역시 이야기 속 단어가 이야기의 소재인 음식 재료와
운동, 일기와 분리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수업들의 후속활동은 이야기의 단어와 표
현을 사용하는 특징이 두드러졌고 이야기의 내용, 특히 내러티브적 요소를 반영했다
3) 수업에 포함된 여러 후속활동들에게서 나타난 요소를 다 기록한 것이므로 개별 활동별로
반영된 이야기의 요소는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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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기는 힘들다. 2번 수업을 예로 들면, 이야기의 소재인 음식 재료는 후속활동에
반영되었으나 이야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건강에 좋은 음식 먹기”나 이야기 줄
거리는 무시됨으로써 학생들의 발화가 이야기와는 무관하게 음식 재료에 대해 단편
적으로 묻고 답하는 것에 그쳤다.
내러티브적 특징은 내러티브 구조의 이야기에 고유한 특성이지만 나열식 구조의
텍스트라도 독자가 텍스트를 내러티브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교사가
내러티브적 요소가 풍부한 이야기를 제시하거나 최소한 이야기에 대한 학생들의 내
러티브적 반응을 활성화하는 후속활동을 계획한다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은 학
습자의 이야기에 대한 심미적 반응(Rosenblatt, 1982)을 활성화시켜 언어 능력을 더
풍부하게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찰된 수업에서는 이야기의 줄거리까지 활용한
13번, 14번, 15번, 16번 수업만이 이야기의 내용적 요소를 충분히 살린 수업이라고 판
단되었다. 14번과 16번 수업은 미리 많은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학생들이
이야기 내용을 재구성하여 역할극을 함으로써 이야기의 내용과 주제, 그리고 더 나아
가 인물과 사건에 대한 감정이입을 하면서 발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야기의 내용을 충분히 살린 후속활동은 역할극 외에도 발견되었다. 13번 수업에
서는 학생들이 괴물 얼굴을 만든 후에 괴물 얼굴이 사라지도록 하는 발화를 하였는
데, 학생들의 반응은 제한적이었으나 이야기의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실제처럼 발화하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야기 도중에 학생들의 반응이 무척 활
발했던 4번 수업의 후속활동에서는 이야기의 내용과 무관한 단어와 표현 중심의 문
장 발화 활동만이 중점이 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이 이야기의 어떤 요소들을 반영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두드러진 경향과 미흡한 부분을 논의하였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스토리텔
링 후속활동에서 학습자의 언어사용 유형과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중
에서 이야기 텍스트와 연관된 활동이 어떤 유형과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별하여 논의하겠다.

텔링 후

2. 스토리

속활동의 유형 및 양상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교사가 제시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
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78.1%) 학습자의 개인적 생각이나 느낌의 자유로운 표
현 기회는 21.9%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의 중점이 교사가 수
업에서 교수목표로 정한 언어의 반복 연습에 있음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구어 의사소통 기능에 해당하는 말하기와 듣기 활동은 교사가 제공한 언어를 사용
하는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44.8%를, 학생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은 14.6%를 차지하
였다. 문식력의 요소인 쓰기와 읽기 활동은 주어진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19.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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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언어 사용은 5.2%에 지나지 않았다. 단어 학습 활동 역시 주어진 단어를 사
용하는 활동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모든 유형의 활동에 거쳐 학생들의 자
유로운 표현의 기회가 훨씬 적은 양상을 보였다. 후속활동의 유형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4).
<표 2>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의 유형 및 양상5)

활동
주어진 언어 사용
자유로운 언어 사용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단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단어
수업
1
1 5
1
3
1
2
2
1
1
3
1
1
1 1
4
3
1
1
5
3
1
6
1
1 1 1
7
3
1 2 1
1
8
2
1
1
9
1 1
1
10
2
1
2
1
11
2
1
12
2
13
2
1
14
1 1
1
15
3
1
16
1
1
2
1
17
3
1
1
18
1
19
2
1
1 1 1
20
1
1 1 1
1
21
3
1
1
34
9
7
12
13
12
2
4 1 2
계 (35.4) (9.4) (7.3) (12.5) (13.5) (12.5) (2.1) (4.2)
(1.0) (2.1)
(백분율)
75 (78.1)
21 (21.9)
(굵은 글씨체로 표기한 숫자는 이야기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를 가리킴.)

이 부분에서는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을 학습자가 주어진 언어를 사용하는 활동과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가 있는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 유형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양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겠다.
4) 어떤 활동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나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
는 항목에 표시하였다. 반면에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나 양상이 혼재되어 있어 한 가지를 뚜
렷이 밝히기 힘든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들에 중복 표시하였다.
5) 수업 시작 부분에 교사가 제시하는 주요 활동들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며, 활동과 활동 중
의 전이단계에서 잠시 하는 노래나 발화는 분석 대상에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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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

를

어진 언어

사용하는 활동

1. 구어 의사소통 기능
후속활동 중 초등영어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말하기와 듣기 영역
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견된 유형은 학생들이 이미 배운 단어나 표현을 그대로 사
용하여 발화하는 경우였다. 즉, 학생들이 이야기에 나온 단어나 표현을 발화하도록
교사가 질문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표 1>에서 17번 수업은 후속활동에 이야기
의 단어와 표현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수업에서 교사는 What's the
Time, Mr. Wolf?를 이야기해 준 후에 시간을 나타내는 그림과 동작을 이용하여 학
생들과 다음과 같은 발화를 하였다.
T: (그림 집어 들고) What time is it?
Ss: It's 10 o'clock.
T: Alright, it's 10 o'clock. Time to get, (동작함)
Ss: dressed!
(중략)
T: It's 7 o'clock. Time to,
Ss: Get up!
T: Time to get up. Ok, listen to me and repeat after me. It's 10 o'clock.
Ss: It's 10 o'clock.
(17번 수업)

위의 수업 장면은 이야기 내용과의 연결성보다는 학생들이 교사의 주도 하에 시간
에 관계된 표현 연습을 하는 성격이 더 두드러진다.
Country Mouse City Mouse 이야기를 듣고 두 학생이 시골 쥐와 도시 쥐 역할을
맡아 대화하는 아래의 15번 수업은 위의 예와 달리 교사 주도적인 발화가 아닌 학생
들 간의 대화 형태를 나타냈으나 이 역시 실제적인 대화처럼 들리지 않는다.
S1: What's this?
S2: It's a coke.
S1: What's this?
S2: (교사에게) 뭔지 모르겠어요.
S1: Rocket.
T: 뭐야, 이거? (모형 로켓을 들며) Say, "It's a rocket."
S2: It's a rocket.

(15번 수업)

학생들은 배운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이고 실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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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화에서처럼 대화를 지속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의미협상은 시도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교사는 실물이나 모형을 준비해 놓았고 두 학생은 시골 쥐와
도시 쥐 막대기 그림을 들고 물건들을 가리키면서 대화하였는데 이 점에서 본다면
대화의 실제적 상황의 맥락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2가 단어를 몰라서
교사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나 S1이 답을 해 준 것은 두 학생이 등장인물의 상황과
대화에 몰입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듣기 활동의 경우는 16번 수업의 듣기 활동이 주어진 언어 사용의 명확한 예를 보
여준다. 아래 발췌한 장면은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스토리텔링을 한 후 학생
들에게 질문한 것이다.
KT: ... What did children want to draw?
Ss: Running rabbit.
KT: Running rabbit?
S: Swimming fish.
NT: Swimming fish.
KT: Swimming fish.
Ss: Mountain, __________. (동시에 다른 대답들을 함.)
NT: Mountain, yeah.
KT: Forest, sea. (학생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대답함.)
NT: Sea, yeah. Flying bird, sky, yeah. (학생들 대답 듣고 응답함.)
KT: Wow, everyone is very good student, good listener.
(16번 수업)

이 수업의 이야기 텍스트인 Wizard of the Wall에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마법사
의 변화인데, 이에 대한 대화는 부재했으며, 교사의 질문은 이야기의 명시적이고 사
실적인 내용 요소를 나열하도록 하는 데 제한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답은 기억에
의해 학습된 어휘를 말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주어진 언어를 이용하는 활동이 모두 반복적 연습의 성격만 있는 것은 아
니다. 가령, 10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표현을 이용하여 스토리텔링에 등장한
동물들을 묘사하고 맞히는 스무고개와 비슷한 활동을 하였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내
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교사에게 자신을 시켜달라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손을 드
는 모습에서 단순히 단어와 표현만을 발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활동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11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모둠별로 원하는 곡조에 배운 표
현을 붙여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표현을 노래의 리듬에 맞추고 율동까지
만드는 창의성을 발휘하였다. 이것은 Sipe(2002)가 논의했듯이, 아동들이 즐거움을 느
끼는 대상에 몰입을 하는 것이 학습과 성장에 필수적인 과정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한된 어휘와 표현 사용하더라도 학생들이 활동에 몰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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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언어에 자신의 목소리(Wertsch, 1990)를 내어 자신의 언어로 만들 수 있음을 시
사한다.
2. 쓰기와 읽기 기능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에서 쓰기 활동의 경우 이야기의 한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고
배운 표현을 직접 쓰거나 단어카드에서 골라 붙이는 활동이 많이 관찰되었다. 말하기
활동처럼 학생들이 글쓰기활동에 몰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관찰이 불가능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이 의사소통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표 1>에 근거해 이야기의 내용적 요소가 반영된 후속활동 수업 중에서 단어가 아
닌 문장 단위의 쓰기 활동을 한 예를 찾은 결과 20번 수업이 선정되었다. 아래의 장
면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림카드를 보고 문장을 쓰는 활동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다.
T; Ok. I will explain how to make sentence. Here is the blackboard. Here is the
picture card. Here is the word card. Ok? It's a partner game, ok? (중략) Partner
can choose one picture. (중략) And the other partner have to make sentence.
(20번 수업)

교사가 의도한 것은 그림을 묘사하는 표현적 글쓰기였을 수도 있으나, 교실 담론
의 유형이 학습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Nystrand, 2006) 교사가 반
복적으로 사용한 “sentence”라는 말에서 이 활동은 언어의 형식을 지켜 정확하게 문
장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읽기 활동에서는 교사의 지시나 질문에 따른 학생들의 전체 복창이 대다수를 차지
했는데, 전형적인 한 예로 19번 수업을 들겠다. 교사는 이야기를 해 준 후에 이야기
에 나온 단어와 표현을 학생들에게 반복하여 따라 읽도록 하였다.
T: ... How can you read this sentence? (이야기 텍스트의 문장을 가리킴)
Ss: Near.
T: It's not,
Ss: Near.
(여섯 번 반복함.)
(중략)
T: Ok. How can you read this sentence? Let's read together. (첫째 줄 가리키며)
Speak up. Speak,
Ss (몇 명): Up.
T: One, two, ready, go.
Ss: It's not near
T: (리듬감 없이 읽는 것 흉내 내며) “It's not near the”, (리듬 살려 읽음) “It'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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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the red monkey."
Ss & T: It's not near the red monkey. It's not under the green elephant....
(19번 수업)

전체 복창 식의 읽기 활동은 학생들이 이야기에 나온 주요 단어와 표현을 익히도
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초보 영어학습자에겐 우선적으로 필요한 활동임에는 틀
림없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에서 이 활동만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
은 재고해야 한다. 물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이 2차시 이상으로 기획되었을 수
도 있고, 이어지는 차시의 수업에서는 이야기의 내용적 요소를 다루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한다 해도 단어를 제시하는 단계부터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
는 맥락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ickinson & Smith, 1994; Elley, 1989).
나. 자유로운 언어 사용 기회가

주

어진 활동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에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어휘나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는 비록 적은 빈도를 차지했으나 발견된 사례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 1>
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적 요소가 포함된 수업 중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심상이나 생
각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한 활동을 전사 자료에서 찾은 결
과, 8번, 13번, 14번, 16번, 20번 수업이 선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14번과 16번 수업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반영한 말하기 활동이었는데, 두 활동 다 역할극의 형태였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활동 모두 사전 준비가 된 것이었으나 학생들이 이야기의
인물과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여 영어 표현을 자신만의 어조와 억양으로 전용하여 사
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예가 된다고 하겠다. 8번 수업은 이야기의 줄
거리를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이 이야기의 장소인 가게에서 물건 사는 상황을
짧은 대화식 역할극으로 보여주었는데 실제 대화 같은 억양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로 발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활동은 이야기의 내용과는 연결성이 많지 않
으나 학생들이 실제와 같은 의사소통적인 대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학
습 활동이라고 판단된다.
20번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이야기에 들어있지 않았던 질문을 하여 학생의
즉각적인 발화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교사는 Kelly's Diary in Korea 이야기를 해
준 후 팀 대항 게임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내용 확인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 세 질문
에서는 이야기에 나오지 않았던 다른 인물들 사진을 보여주며 추측을 하도록 하였다.
KT: Last quiz everyone, who is he?
Ss: Principal.
KT: He is principal. Right. What did he do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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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종 누름.)

(중략)

S1: 배구.
KT: 배구. Yes. (다른 팀 학생인 S2에게) Can you say in English?
S2: He...
(중략)
NT: (스크린에 운동하고 있는 사진 보여줌.) Yes, but ball, another ball, something
ball, like baseball, basketball.
(중략)
S1: Volleyball.
KT: Volleyball? Right, ok! Full sentence.
(20번 수업)

위의 예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추측하는 대로 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이 학
습한 표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듣기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교사 주도 하의 복창 식의 활동과 대조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는 듣기 활동을 할 때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11번 수업의 듣기 활동은 교사가 이야기에 나온 “I can...”표현을 이용하여 학생
들에게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놀이를 “Can you...?”라고 질문하고 학생들 중 그 운동
을 할 수 있는 사람은 “Yes”라고 대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동작을 해 보이
는, 저학년 수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TPR 형태의 활동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배운 표
현의 반복 연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목소리와 활기찬 몸동작에서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배운 표현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용(Bakhtin, 1986)했음을 알 수 있다.
야 텍

다. 이

기

스트에 대한 반응 기회가

주

어진 활동

관찰된 수업의 스토리텔링 후속활동 전체에서 극히 적은 빈도(5회)를 차지하지만
주목해야 할 활동은 학생들이 이야기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반응을
표현하고 나누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주어진 언어 사용 유형과 자유로운 언어 사용
유형에 걸쳐서 관찰되었다. 이 활동은 겉보기에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엽적이거나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이 활동은 아동의 동기와 흥미를 이끌어내고 실제적인 발화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미 있는 언어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가 된다(Elley, 1989;
Nelson, 1989; Sipe; 2000, 2002; Sulzby & Teale, 1991) 이 활동들은 <표 2>에서 굵
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교사가 대화를 주도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과 대답을 하도록 하면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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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이고 창의적인 발화의 기회를 제공한 수업의 예로 13번을 들겠다. 아래에 인용한
부분은 한 모둠이 자신들이 만든 괴물 얼굴을 묘사한 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
과 대답을 하도록 한 장면이다.
T: ... I have a question. What is the monster's name?
모둠 학생들: She's name is Mrs. Chucky.
T: “She's name is”? “Her name”, right?
모둠 학생들: Ah, her name is Mrs. Chucky.
T: Mrs. Chucky. Any question about this monster? (학생들 몇 명이 손 들고 교사
가 한 명 가리킴.)
S4: What's her hobby?
모둠 학생들 & T: Her hobby is eating children.
T: Like our Mr. big green monster, right? And anything else? (학생들이 손 들고
교사가 한 명 가리킴.)
S5: Where's her house?
(13번 수업)

학생들 간의 대화는 매우 기초적인 표현을 이용한 것이었으며 어법상의 실수도 관
찰되나, 초등 영어수업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발화가 드물게 일어난다는 점(박광노,
2005)을 고려할 때 이 대화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
위에서 논의한 13번 수업 장면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언어 사용 맥락을 보여주는
반면에 9번 수업에서는 학습한 단어와 표현을 이용하여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반응
을 둘러싼 대화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The Animal Contest를 스토리텔링으로 듣고
나서 배운 표현인 “I'm the best because I am _______ than you all.”을 모둠 단위
로 쓰고 발표하였는데, 교사는 발표 후에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을 하였고 학생
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교사의 질문이 계속되자 한 학생이 대답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T: ... Ok, who do you think is real best member? (손들며) What do you think
so? What do you think? S1, who do you think is best?
S1: .... (작은 목소리)
T: What? one, two, three, four? (발표된 동물을 가리키는 숫자임.)
S1: Chicken. (학생들이 웃음.)
T: Chicken. That's the rooster. That's rooster.
S1: Luckier.
T: Ah, because it's luckier. Ok, any other idea? (손 드는 학생이 없음.) Do you
think the rooster is the best member?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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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Chicken rooster is delicious.
Ss & T: Ohhh.
T: Because it, rooster is yummy? Oh, you're so cruel. Any other idea?

(9번 수업)

교사가 만일 S1의 대답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표현을 반복 연습하도록 하는데서 그
쳤다면 위의 대화의 목적은 학습한 표현을 반복 연습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들에게서 개인적인 생각을 들을 때까지 학생들에게 계속 질문을 했고 한
학생의 의도적인 엉뚱한 대답에도 응답하였다. 이러한 성격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자신의 일차적 담론(primary discourse)을 형식적 학습 과정에 연결시키고 내적 설득
력 있는 담론(internally persuasive discourse)(Bakhtin, 1986)을 형성하도록 도움으로
써 학생들이 학습에 의미를 부여하고 동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스토리텔링 후속활동이 이야기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유형과 양
상을 보이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교육학술정보원에 탑재된 최근 3년간의 공개수업 동
영상들 중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 21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어진 언어
를 사용하는 활동 유형과 학습자의 자유로운 언어 사용 기회가 주어지는 활동 유형
으로 범주가 나뉘었다. 두드러진 양상으로 발견된 것은 대부분의 활동이 이야기 텍스
트에 나온 어휘와 표현의 학습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과 이야기의 내용적 요소와 연
결하여 활동이 이루어진 예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초보 영어 학습자들이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단어와 기초적인 표현이므로 교
사가 스토리텔링 수업을 계획할 때 이것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적 특성은 언어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
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언어습득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아동은 이야기에 심미적 반
응을 형성하여 이야기에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활동을 이용
하여 학습을 종합적으로 다지고 확장할 수 있는 후속활동에선 아동이 영어를 자신의
필요와 느낌, 어조 등에 바탕을 두고 개인적 목소리(voice)(Wertsch, 1999)로 발화함
으로써 언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학습자가 반드시 자유로운 언어 사용 기회가 주어지는
활동에서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제한
적 어휘만을 사용하고 매우 단조로운 구조의 활동에 참여할 때도 학습자들은 즐거워
하며 활발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발화를 하는 예들이 보였다. 학습자의 정서적
몰입 상태가 언어습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밝히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 밖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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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삶과 인지적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라고 본 Vygotsky(1978)
의 시각에 의하면 아동들이 학습 활동 시에 느끼는 즐거움이 더 효과적인 학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가 교사와 교사교육자,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 수업에서 이야기의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내용적 요소까지 포함
하는 후속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수업 방법을 개발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초보
영어 학습자들은 내용적 요소를 반영하는 지도가 힘들다는 인식이 많으나 아동들의
영어 수준을 고려한 활동들을 고안하고 아동들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는 수업
분위기를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아동들의 이야기 텍스트를 둘러싼 실제적
이고 의미 있는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가 어떤 교수언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
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고 교류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동영상 관찰에만 의존하였으
나 후속 연구에서 교사의 인터뷰도 포함한다면 교사들의 스토리텔링 후속활동 수업
에 대한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교사교육에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정한 교수기법이나 교실담화를 스크립트처럼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을 둘러싼 수업의 맥락들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이에 맞춘 교수법과 담화
(Kumaravadivelu, 2001; Nystrand, 2006)를 개발해 가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교수기
법과 교수언어의 개발과 교류가 필요하다. 셋째, 영어교육에서 지배적인 구조주의적
이고 행동주의적인 접근법 외에도 대안적인 접근법들이 있으며 이것이 영어학습의
이해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교사와 교사교육자, 그리고 교육
행정가, 그리고 연구자에게 받아들여지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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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ypes and Patterns of After-Storytelling Activities
in Elementary English

L

esson Video Recordings

Cho, Hyunhee(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torytelling as a pedagogical tool has been gaining attention in recent years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in Korea. This case study analyzed elementary English
lesson video recordings that are posted on the Korea Education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web site in order to explore the types and patterns of after-storytelling
activities, which include the most diverse activities.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in elementary English storytelling lesson video recordings, how are
after-storytelling activities connected to the text of the story?
Second, in elementary English storytelling lesson video recordings, what are the
types and patterns of the after-storytelling activities?
The data source of the study was 21 video-recorded elementary English
storytelling lessons that have been posted on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web site since 2010. All the lessons were transcribed verbatim.
The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first, that linguistic aspect of the story text was
dominant in the after-storytelling activities, while narrative aspect of the story text
took up only a small part of them. Second, the after-storytelling activities were
identified as two types: One type, which involved limited use of words and
expressions learned during the lesson, and the other type, which invited free use of
words and expressions. The former type was found to far outnumber the latter.
Third, the learners' aesthetic and narrative responses to the text took up a marginal
space in the after-storytelling activities.
The findings of the study make a suggestion for teachers, teacher educators, and
researchers. They need to work to develop after-storytelling activities that make a
better use of the narrative qualities of the story so that students can learn English in
authentic and meaningful ways in the process of dialogizing with the story text.
Key words: storytelling, the after-storytelling activities, elementary
English, narrative, aesthetic respon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