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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 나라 초등영어 교실에서의 획일적인 수업 운영으로 인해 영어 능
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이 비효율적인 수업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주목하고 이들을 위
한 수업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현재 주로 부진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
준별 교육이 영어 능력 우수아들에게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현재의 학교 체제에
서 가능한 영어 능력 우수아들을 위한 수준별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수
준별 교육의 네 요소인 내용, 과정, 결과, 학습 환경에 대해 영어권의 장편 아동 문학
작품 중 하나를 선정하여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교사가 미리
학습지로 준비하여 SAC에 비치해 두고 해당 학습자는 영어 수업 시간에 SAC에 가
서 준비된 학습지를 스스로 학습하고 결과를 자가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시
된 방법과 활동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작품을 기반으로 학습자 수준에 따른 창의적인
활동과 과업들이 구안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주제어: 수준별 교육, SALL, 초등영어, 장편 아동문학

Ⅰ

. 서 론

초등학교에서 영어가 정규교과로 도입된 이후 20년이 가까워 오면서 초등 영어
교육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실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학습자간 영어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어느
교과에서나 학습자 간의 수준 차는 있기 마련이지만 영어 교과의 경우 학습 내용의
누적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학습자 간 수준 차로 인한 문제가 다른 교과에 비해 두
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심한 경우 알파벳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학습자와, 영어권
의 아동용 장편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학습자가 한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받
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영어 능력의 수준 차가 심한 교실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에 맞추어 교수해야 하는가가 어려운 문제이고 학습자로서는
* 이 논문은 2012년도 경인교육대학교의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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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으로 인해 영어 학습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수준
별 수업이 해결 방법의 하나일 수 있지만 공교육의 특성상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개별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기껏해야 보충과 심화를 포함하는 두 수준, 혹
은 세 수준 정도가 가능할 뿐이다. 최근 학습 부진아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학교에
서 영어 학습 부진아 지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이외의 수준에 대
해서는 교사의 관심도, 학교의 노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영어 학습 부진아 뿐 아니라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에 대해서도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지루한 반복으로 인해 영어에 흥미를 잃거나 학교 영어 시
간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면 이는 학습자 자신들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도 손실이다. 본 연구는 초등 영어 교실에서 영어 수준이 높은 소수의 학습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의 효율적인 영어 수업을 위해 교사와 학교가 할 수 있는 방
법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의 경우 영어 학습 부진아
수업과 달리 교사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된 자료와 적절한 지원으로 개별
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들에게 영어 수업 시간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편이 된다. 곧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을 위한 적절한 수준별 지도는 이들을 자기 주도적 학
습으로 이끌어 평생 학습을 하는 학습자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SALL, Self-Access Language Learning)은 학습자가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시간에 따라서 주어진 언어 학습 자료와 시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서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것(Gardner & Miller, 1999)을 말한다. SALL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SALL의 정의를 문학 작품 접근에서의 SALL
로 제한해서 적용하여, ‘문학 작품 읽기를 좋아하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시간에
따라 읽으면서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문학 작품 읽기를 즐기며 읽은 내용에
대해 자기 나름의 견해와 감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독립적인 학습자’1)
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Collie와 Slater(1987)는 이러한 학습자를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실에 문학 작품을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고 있다.
영어로 씌어진 아동 문학 작품은 영어 능력이 우수한 어린이 학습자들에게 수준
별 교육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어 능력이 우수한 우리나라
의 일부 초등학생들이 영어 수업 시간에 이들에게는 필요치 않은 수업 내용으로 영
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기보다는 학교 도서관이나 SAC(Self-Access Center)를 이
1) SALL의 다양한 정의 가운데 “자신의 언어 학습에 대해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평가하
여 지속적으로 언어 학습을 해 나가는 학습자”라는 의미로 자기 관리(self-management)와
자기 감시(self-monitoring), 동기(motivation) 요소를 강조하는 정의(Candy, 1991; Garrison,
1992; Long, 1995)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 통제 측면보다는 문학 작품 읽기에 대한
흥미에 바탕을 둔 독립적 읽기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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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SALL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맞는 수준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방법을 찾아 보려는 것이다. 영어 아동 문학 작품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영어권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문학 작품 가운데 E.
B. White의 Charlotte's Web을 선정하여 교사가 줄 수 있는 적절한 지도 방법과 활
동을 제안하였고 영어 능력이 우수한 초등 6학년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제안된 활
동의 수준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Ⅱ

. 이론적 배경

품

1. 문학 작

적용의 가치

외국어 수업에 문학 작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양론이 있다. 외국어 교실에 문학
작품을 도입할 때의 장점은 언어적 유용성(linguistic benefits), 인성의 발달(personal
growth), 문화적 풍부성(cultural enrichment)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언어적 유
용성은 언어 4기능의 향상과 언어에 대한 인식(awareness)의 발달, 해석 능력
(interpretive skills)의 발달에 문학 작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풍부
한 언어 입력을 접하면 학습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이 자연스럽게 향상
될 수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의 섬세하고 다양하며 창의적인 언어 사용은 이를 접하
는 학습자에게 언어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한 해석 능력의
발달도 기대할 수 있는데 해석 능력과 관련하여 McRae(1991)는 지시(reference)와
표상(representation) 개념에 기반을 두어 지시적 텍스트(referential texts)와 표상적
텍스트(representational texts)를 구분하였다. 전자는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므로 독자
에게 별다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학습자가 텍스트와 정서적으로, 경
험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자 자신의 해석을 하게 한다고 하였다. 문학 작품은
독자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표상적 텍스트이다. 우리의 언어 사용 전반에서
표상이 나타내는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됨을 생각하면 문학작품은 이를 경험
하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Carter & Long, 1987; Kramsch, 1993;
McKay, 1982).
둘째, 인성의 발달은 문학작품 읽기를 통해 즐거움과 정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감정,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가 책에 빠져들 때 독자는 작품 안에서 거주하기 시작하
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자 열중하며 작품 안의 인물들과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그들의 반응을 공유하게 된다. 독자는 문학 작품이 만든 세상 속으로 소
환되어 작품 속 여러 인물들의 시각과 감정을 경험하고 텍스트와 자신 간에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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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를 만들어가게 된다. 문학 작품은 중요한 경험을 다루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
에까지도 인지를 높여 주므로 삶에 대한 통찰과 개인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
(Brumfit & Carter, 1987; Maley & Duff, 1994; McKay, 1982).
셋째로, 문학 작품은 시공간이 다른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
게 해 준다. Lazar(1993)는 언어가 다른 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고
McKay(1982)는 문학 작품은 문화적 차이에 관용성을 확대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문학 작품 속에 그려진 세상은 창조된 것이지만 다양한 사회적 배경
을 가진 인물들이 해석되는 생생한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독자에게 실제 사
회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코드와 전제(preoccupations)에 대한 감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학 작품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을 살펴 보면 첫째, 문학 텍스트
의 언어적 복잡성이다. 지나치게 수준이 높거나 어려운 단어와 구조는 학습자에게
좌절감을 주어 읽기 동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둘째로는 문화적 요소가 낯설고
문화적 함의가 깊어서 이해가 어려우면 학습자는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낙담하게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로 제한된 수업 시간에 다루어야 하
는 문학 작품의 많은 분량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은 학습자의 언어 목표와 문학
적 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작품을 선택함으로써 지나치게 어려운 구조와 단어를
배제하도록 하고, 선택한 작품 가운데서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 동기를 유지시키도록 유의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과도
한 분량에 대해서는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여 학교에서의 수업과 가정에서의 숙제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 문학 작품은 아동을 대상으로 씌어진 실제 자료(authentic material)이므로
위에서 지적된 문학 작품 도입의 단점들이 일반 문학 작품에 비해 어느 정도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교사의 적절한 도움이 주어진다면 우
리나라 초등 교실에서도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을 위한 수준별 자료로 가치
가 높다고 생각된다.

품

2. 문학 작

의 선정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할 때 간소본(simplified version)이 해
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간소본은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여
러 작품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어 교실에 다양성을 가져오고 단조로움을 피하면서도
원작의 묘미를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체 패턴을 주지
못하고 문학적 특질을 살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플롯의 전개나 인물의 발전을 제대
로 보여 주기 어렵고 주제가 복잡할 경우 이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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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문학 작품의 장점을 외국어 교실에서 충분히 누리고자 한다면 간소본보다는
실제 원본 자료가 권장된다(Carter & Long, 1987; Collie & Slater, 1987; Ellie &
Brewster, 2002). 우리나라 초등 영어 교육에서는 장편 아동 문학 작품의 도입도 드
물지만 아동 문학 작품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대체로 간소본을 이용하는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Charlotte's Web도 짧은 스토리로 간소본이 나와 있으나2) 원본
이 주는 재미와 감동, 묘미를 생각해 보면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만 된다면 원
본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Cameron(2001)에 의하면 좋은 이야기를 고르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주관
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언어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작품 선정을 위해
첫째, 교육적 목적으로 씌어진 것이 아닌 'real book'으로서 학습자를 몰입시키는가,
둘째, 구현된 가치와 태도가 바람직한가, 셋째, 대화와 내러티브가 균형잡혀 있는가,
넷째, 담화와 언어가 적절하고 수준에 맞는가를 보라고 하고 있다. 또한 Ellis와
Brewster(2002)는 문화적, 사회적, 인지적, 심리적, 언어적 요소를 고려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것을 고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작품의 선택은 삶의 경험, 감정, 학습자의 꿈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언어 수준도 적정해야 하며, 재미, 관련성, 즐거움, 긴장, 새로운 사고와 참신한 통찰
등의 인센티브가 있는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을 교실에 도입할
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흥미를 유지하고 학생들을 몰입시
킬 수 있어야 한다. 문학 작품은 교과서를 보충하고 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활동, 짝활동, 소집단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짝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은 개별 활동에 비해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개별 활동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친구의 반응이 자극이 되어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 도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정해진 견해(received opinion)에 덜 의존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스스
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학 작품에 대해 자기 나름
의 반응을 탐색하고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고 발전시키고 가치있게 여기는 자신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
한 태도와 자신감은 집에서도 문학 작품을 가까이 하도록 하여 개인의 성장에 밑거
름이 될 수 있다(Collie & Slater, 1996).
3. 수준별 교육(Differentiated

L

earning)

수준별 교육이란 각기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필요를 종합적
2) 'Things I Can Do for My Good Friend'라는 스토리북으로 Scholastic에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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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하여 각 학습자에게 차별화된 방식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Tomlinson, 1999). 교육과정에 학습자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
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최대한으로 학습자의 성장과 성공을 이끌
어내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준별 교육은 공교육에서의 개별 교육 지향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수준별 교육의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동의하겠지만 제한된 여건
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학습자의 수준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수준
별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가 수준별 교육의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Tomlinson(2000)은 수준별 교육을 위하여 학습자의 준비도, 관심, 학습 프로파일
을 기초로 교실에서 최소한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라고 하는데 곧 내용(content), 과
정(process), 결과(products), 학습 환경(learning environment)이다. 내용은 학습자들
이 무엇을 배워야 하며 어떻게 그 정보에 접근하는가와 관련되고 과정은 그 내용을
얻기 위해 학습자가 하는 활동이다. 학습자가 학습한 것을 적용하고 확장하도록 프
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 결과이며 학습 환경은 교실이 제공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초등 영어에 적용해 본다면 내용은 학습자의 영어 읽기 능력 수준에 따라 읽
기 자료를 달리 주거나 학습자의 어휘 수준에 따라 학습해야 할 어휘 리스트를 달
리 제공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과정은 공통 과정 학습 후 수준에 따른 활동을
하게 하거나 개별적으로 다른 활동 목록을 주어 그에 따르게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결과는 자신의 결과물을 어떻게 표현할지 학습자가 선택하게 하거나 자신의 수준에
맞거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평가표를 사용해 보게 하는 것, 학습 환경은 교실 한쪽
에 개별 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학습자가 독립적으
로 학습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지침을 만들어 놓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어 능력이 우수한 초등영어 학습자에게 영어 수업 시간에 개별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수준에 맞는 영어 읽기 자료를 준비하며, 읽기 내용에 따른 활동지
와 나아가 자신의 학습을 평가해 보게 하는 자기 평가의 기회를 줌으로써 학습을
차별화한다.

LL

4. SA

(Self-Access

L

anguage

L

earning)

자기주도적 학습(SALL)은 학습자가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시간에 따라서 주어진
언어 학습 자료와 시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독립적인 학습을 말한다(Gardner &
Miller, 1999). SALL은 학습자 중심의 접근(learner-centered approach), 학습자 자율
성(learner autonomy),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데 이들 모두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수는 주로 자기주도적 학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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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Access Center, SAC)에서 이루어진다. SAC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자료를 갖춘 공간으로, 교실 한 쪽에 사전이나 컴
퓨터, 활동지, 책 등을 구비해 놓은 간단한 형태에서부터 학교 도서관의 일부를 변
형하거나 따로 영어 교실이나 영어 센터를 마련하는 것까지 학교의 재정과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SALL은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과 관심, 속도에 맞추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큰 장점이다. 전통적인 학습 방법에 비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
와 학습 스타일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조정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학습 효과를 높이
고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많은 학습자들이 독립적
인 학습에 익숙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고 교사로서도 학급에 대한 지휘자의 역할
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동기가 저하될 수 있다. 그러므로 SALL에서는 교사와 학습
자가 역할 변화에 적응하고 서로 협력하여 교사는 학습자에게 학습하는 방법을 학
습(learning to learn)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책임감과 독립
성을 높여 가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학습자가 완전히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기까지
교사의 적절한 도움과 안내가 필요하며 학습자의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
형의 SALL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문학 작품으로 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문학 작품을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읽으며 즐기고 감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수준별 교육이 이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5. 선행 연구

초등영어 교육에서 아동문학 활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읽기 능력 및 쓰기 능력, 듣기와 말하기 능력 등 영어 능력 향상 및 인
성 교육, 문화 교육을 위해 아동문학을 활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박주은,
2014; 방경아, 2006; 안정원, 2013; 최승춘, 2012)이 많으며 아동문학을 도입한 영어
수업 모형 개발(김규화, 2006; 허윤화, 2014) 연구와 아동 문학을 활용한 읽기 방안
연구(강순옥, 2014; 김혜리와 김은하, 2010)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활용한 아동문
학은 스토리와 쉬운 동화들이며 장편 소설을 활용한 경우 단순화하여 다시 쓴 텍스
트를 자료로 하고 있다(최경숙, 2009). 이 밖에 전보연(2015)은 ‘초등영어 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영어 아동문학 활용 수업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수준별 수업으로
연구를 확장하였으나 부진아 대상으로 쉬운 스토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영어
능력이 우수한 초등 영어 학습자의 수준별 교육을 위해 장편 영미 아동 문학 작품
을 활용하며 간소본이나 다시 쓰기한 자료가 아닌 실제(authentic) 작품을 초등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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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통해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MaQuarrie,
MaRae, & Stack-Cutler(2008)는 캐나다 앨버타에 있는 K-12 교실에 3년에 걸쳐
수준별 교육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능력의 학습자들이
섞여있는 교실에서 수준별 교육은 대상이 된 집단 대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가장 큰 향상을 보여주었던 집단은 평균 수준에 비교하여 약간의
학습 부진이나 심각한 학습 부진이 있었던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특히 분명한 목표
하에 소집단 활동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주어졌을 때 가장 큰 진전을 보였다. 수준별
수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비슷한 결과를 보고한 국내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양
은주, 2004; 정말선, 2006; 정정숙, 2010; 정혜옥과 박부남, 2014).
Tieso(2005)는 31명의 수학 교사와 6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수준별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로 구성된 교실에서 수준별 교육은 상 수
준 학생들의 도전감을 지속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수준별 교육을 적용하기 3주 전에
치른 사전 평가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도 평균 수준의 학
생들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선수 지식을 갖고 있었다. 실험 집단의 상 수준에 있
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보조하는 수준별 교육과정과 수행 수준에 따라 다양한 그룹
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수준별 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은 전체 학급 내에서 교과서 중
심으로 수업을 받은 비교 집단의 상 수준 학습자들에 비해 사후 평가에서 더 높은
성적을 얻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였다. Tieso의 연구는 수학 교과에
서 이루어졌으나 영어와 수학 과목이 학생 간 수준 차가 많이 나는 과목이며 선수
지식이 이후의 학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서 영어과
수준별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준별 교육이 대체로 부진
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상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Lawrence-Brown(2004)은 상 수준의 학생들을 위해 보강된 교육과정을 주는 한
편,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시각 보조 자료, 챠트, 오디오테이프, 만들기 자료 등
을 포함하도록 교육과정을 변용하여 개별화된 교육 목표와 계획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다. Baumgartner, Lipowski와 Rush(2003)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 수준별
교수 전략으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다양하고 유
연한 소집단 구성, 학생의 읽기 과제 선택, 읽기 시간의 자율적 선택, 다양한 텍스트
를 접할 수 있게 구성된 교수 전략은 대상이 된 모든 교실에서 학생들의 문자 해독,
음운, 이해 기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읽기와 자신의 읽기 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수준별 학습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영어교수에서 장편 아동문학 작품의 활용 351

의 수준별 교육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수준별 교육을
공교육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초등 교실에서 영어
능력이 우수한 초등학습자를 위한 수준별 교육 실시 방안을 제안한다.

Ⅲ

.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영어로 씌어진 실제 아동 문학 작품을 우리나라 초등 교실에서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내용, 과정,
결과, 학습 환경을 수준별 교육의 요소로 보고 내용으로는 Charlotte's Web을, 과정
을 위해서는 교사가 미리 준비한 학습 활동지를, 결과는 학습자의 자가평가
(self-assessment)로, 학습 환경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영어 시간에 교실 한쪽에 마
련된 학습 코너를 활용하거나 학교 도서관, 혹은 영어 학습실 등 SAC을 이용하게
하는 형태를 제시한다.
대상 학습자는 영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받는
대신에 교실 한 쪽에 마련된 영어 학습 코너나 학교 도서실, 영어 센터 등 SAC으로
이동한다. SAC에는 학습자가 읽을 부분에 맞추어 교사가 미리 준비해 놓은 학습지
와 자가평가지가 있다. 학습자는 이를 이용하여 준비된 책을 독립적으로 읽어 나간
다. 학습지를 마치면 그 날 자신의 학습에 대해 자가평가를 하고 자신의 파일에 학
습지와 자가평가지를 넣어 둔다. 교사는 정기적으로 학습자의 파일을 점검하여 학습
자의 학습 과정과 학습 속도를 파악하고 다음 학습 계획에 반영한다. 파일의 점검
뿐 아니라 비정기적으로도 학습자와 간단한 문답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추
측할 수 있다.

품

1. 선정 작

본 연구가 선택한 Charlotte’s Web은 미국의 수필가이자 시인이며 저술가인
Elwyn Brooks White가 1952년에 어린이들을 위해 출간한 책으로 23개의 언어로 번
역되어 세계적으로 4천5백만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이며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명작이다. “수식없고 절제된 문체로 쓰인 아동문학의 고전, 어린이 뿐 아니라 어른에
게도 재미있는 책”이라고 평가되며3), 1973년과 2006년에 영화화되었다.
Garth Williams의 삽화는 삽화가인 Diana Cain Blutenthal이 평가하듯이
‘sensitivity, warmth, humor, and intelligence’로 가득차 있어 이야기의 내용 전달에
3) School Library Journ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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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고 있다. 베이컨이 되고 싶지 않은 아기 돼지와 이를 구하려는 친구들의
우정, 삶과 죽음, 희생 등을 그리고 있는 이 책은 인생을 살아 나가면서 누구나 겪
게 되는 경험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냄으로 감동을 주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단체와 일부 초등학교에서 5, 6학년을 위한 초등 권장 도서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 죽임을 당할 뻔했
던 아기 돼지는 Fern이라는 소녀에 의해 목숨을 구하고 Fern의 지극한 돌봄 가운데
Wilbur라는 이름이 붙여져 살아가게 된다. 엄마 돼지에게서 독립될 수 있을 만큼 자
라게 되자 Wilbur는 Fern의 아저씨인 Homer Zuckerman의 헛간으로 보내진다. 친
구를 간절히 바라는 Wilbur를 헛간의 다른 동물들은 외면하지만 Wilbur의 우리 위
에 거미줄을 치고 살고 있는 거미 Charlotte는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한다.
적당히 자란 돼지는 살육되어 베이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Wilbur가 두려움에
떨고 있자 Charlotte는 Wilbur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 줄 계획을 짜겠다고 약속
한다. 다음날 아침 Zuckerman 가족은 거미줄에 “SOME PIG”라는 글자가 짜여져 있
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이는 그 마을과 주변에 알려져 큰 관심을 끌게 된다. 이
로써 유사한 기적이 일어난다면 Wilbur의 생존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Charlotte는 헛
간에 살고 있는 쥐 Templeton의 도움을 받아 거미줄 메시지에 쓸 말을 수집한다.
Charlotte는 계속하여 ‘TERRIFIC’, ‘RADIANT’ 라는 말을 짜 넣어 Wilbur의 가치를
알리고 Wilbur는 점점 더 유명해진다. 곧 장(county fair)이 서게 되자 Wilbur는 장
에 참여하고 Charlotte와 Templeton도 동행한다. Charlotte는 Wilbur의 우리 위에
‘HUMBLE’이란 단어를 거미줄로 짜고 마지막으로 온힘을 다해 자신의 새끼들이 들
어있는 알자루를 짠다. Wilbur는 그것들을 지키겠노라 약속하고 Charlotte는 기운이
다해 죽는다. Wilbur는 장 품평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고 돌아오지만 Charlotte의
알자루에서 나온 새끼 거미들이 나오자마자 떠나버린 것을 보고 슬퍼한다. 이제는
베이컨이 될 위험에서 벗어난 Wilbur는 너무 어려서 떠나지 못한 세 마리의 거미들
에게 Joy, Nellie, Aranea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이 책은 더욱 더 많은 세대의 거미
들이 와서 Wilbur와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끝난다.
Cameron(2001)의 선정 기준에 따라 Charlotte’s Web을 분석해 보면 우선 특별히
교육적 목적에 의해 씌어진 교재가 아니라 ‘real’ book이다. 교과서의 제한된 영어를
접할 수 밖에 없는 우리 학생들에게 ‘real’ book은 참신하고 새로운 경험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언어 사용을 접할 수 있게 해 준다. 둘
째, 내용은 학습자를 몰입시킬 만큼 재미있고 인지 수준에 적정하다. 어른들도 좋아
할 만큼 플롯이 자연스럽고 잘 구성되어 있어서 독자를 몰입시키는 매력이 있다. 셋
째로, 소설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우정과 희생, 삶과 죽음, 희망 등 어린이나 어른 모
두에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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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는 대화와 내러티브를 섞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어서 드라마나 대화, 서술
및 서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언어의 사용은 극히 자연스러우며
문장이 그다지 길거나 어렵지 않다. 새로운 단어나 표현의 사용도 Wilbur가 어린 돼
지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Wilbur가 모르는 단어는 Charlotte이 설명해 주는 식
으로 자연스럽게 텍스트 속에서 풀이가 주어지고 있는 것도 유리한 점이다.
Ellis와 Brewster(2002)의 선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문화적, 사회적, 인지적, 심리학
적, 언어적으로 부적합한 특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별히 인지적, 심리학적인 측면
에서 초등학생 주인공인 Fern을 통해 감정이나 사고에서의 간접 경험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보고 타인과의 공감 및 비교 기회를 가질 수 있
다. 현실적으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점 강해져 가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학습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요즈음 세태에서 우정과 헌신, 믿음, 희망 등 도덕적,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선정 이
유가 될 수 있다.

췌

2. 발

부분

중, 장편 문학 작품이나 소설의 경우 교실에 도입하고 싶어도 제한된 수업 시수로
인해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Collie와 Slater(1996)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학교 수업과 집에서의 개별 읽기를 혼합한 방식을 권하고 있다. 곧 학교에서는 중요
한 장면들을 발췌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들로써 읽고 싶은 동기와 흥미를 일으
키고, 발췌되지 않은 부분들은 학습자가 개별 읽기를 통해 접할 수 있게 하라는 것
이다. 발췌된 부분은 집에서의 개별 읽기를 자극할 수 있을 만큼 그것 자체로 재미
있고 학습자의 관심에 맞으며 책의 전체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
한 교실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언어적, 문화적, 문학적으로 잠재성이 있어
야 한다. 교실에서 읽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지나 숙제를 통해 읽도록 격려할
수 있다.
Collie와 Slater(1996)가 제안한 대로 장편 소설의 발췌는 본 연구에서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학교 수업 시간에 184쪽에 이르는 작품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으
므로 중요한 장면만을 발췌하여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수업 시간 외에 개별적으로
읽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harlotte's Web의 주요 장면으로 다섯 부
분을 선정하였다. 이 다섯 장면은 위의 기준에 따라 전체 내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
이며 그것 자체로 재미있고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하다고 생각되고 언어 학습
을 위한 과제나 활동의 가능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발췌한 다섯 부분은 예시일 뿐이므로 교실마다 수업 시수나 학습자의 수준, 관심에
따라 선정 장면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선정된 장면과 장면 사이에는 개별 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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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과제나 학습지를 부과하여 전체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한다. 개별 읽기를 하
지 못하는 학습자라 하더라도 각 장면에 대한 배경 소개를 통해 전체의 흐름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발췌된 부분은 I장 Before Breakfast, IV장 Loneliness, VII장 Bad News, XI장
The Miracle, XXII 장 A Warm Wind이다. 이 다섯 장면은 Chalotte's Web의 주요
장면으로 이들을 읽으면 전체의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1장과 11장에 대해서만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과 과업의 예시를
보인다. 1장은 개별 활동을, 11장은 소집단 활동을 제시한다. 예시된 활동을 모델로
하여 다른 장면이나 다른 작품에 대한 활동과 과업을 구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학
습자는 교사가 준비해 놓은 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의 수행을 평가한다. 학습자가 기
록한 결과는 교사의 모니터와 피드백을 거쳐 다음 수업에 반영될 수 있다. 학교에서
발췌 부분을 읽은 학습자가 나머지 부분을 읽고 싶은 흥미와 호기심으로 집에서 스
스로 읽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Ⅳ

. 연구 결과

본 연구는 Charlotte's Web의 두 장을 발췌하여 수준별 교육을 위한 학습 활동을
제시한다. 편의상 1장은 개별 활동 위주로, 11장은 소집단 활동을 염두에 두고 학습
과제를 제안하였다. 개별 활동과 소집단 활동은 대체로 간단한 수정만으로 어느 쪽
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별 활동으로 제안된 것들은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다.
이를 위해 선정한 학습자는 경기도 분당 지역의 6학년 학습자로 초등학교 1학년
부터 사교육을 통해 영어 공부를 해 왔으며 6학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1주일
에 3회, 한 번에 1～2시간씩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아 왔다. 학원에서는 1주일에 1
회 정도 원어민과 수업할 기회가 있었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을 고루 연습
하였으며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도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준비된 학습지를 하고 자가평가를 하게 하였다. 학습지를 하는 동안 연
구자가 옆에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인터뷰하여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조정
하였다. 학습지의 수준이 적정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편의에 따라 읽기를
듣기로 바꾸거나 쓰는 대신 말하게 하거나, 일부 응답을 보고 전체를 대신하는 것으
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대상이 된 학습자는 Charlotte's Web을 읽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며 1장의 읽기와 학습지, 자가평가, 인터뷰까지 1시간으로 충분하였다. 책을
읽기 전에 Charlotte's Web의 대강 줄거리를 말해 주었더니 3학년 무렵 학원에서
스토리텔링으로 들은 이야기 같다고 하였으나 거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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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소화된 이야기 듣기로 접하였으므로 원본과는 거리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는 1장 Before Breakfast, 11장 The Miracle을 중심으로 활동을 제시한다.
소집단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얻기에 효과적이지만 형편에 따라 개
별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학습
자들이 어려워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우리 말로 표현하도록 하고 차차 우리 말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한다.
1. Before Breakfast
가.

삽 보며 추측
화

하기

읽기 전 활동으로 삽화를 보여주며 무슨 이야기일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추측해 보게 한다. 표지의 그림도 이용할 수 있다. 학습자의 경험과 연관시키는 질
문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 목적은 읽게 될 내용에 호기심을 갖고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예> Look at the pictures and guess.

What is this story about?
What will happen?
Why are the man carrying an ax?
Have you seen a pig?
Have you fed a pig/ a puppy / a bird ... ?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는 1장 읽기가 끝난 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자
신의 예측이 맞는지 궁금하여 본문을 읽고 싶어 하도록 자극한다.
어

나. 주요 단

터

(key word)로부

내용

추측

하기

35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6)

주요 단어와 주요 문장을 주고 어떤 내용일지 예측해 보게 한다. 내용 예측이 목
적이므로 필요하면 본문의 문장을 변형하여 쓸 수 있다.
<예> Guess the story using following words and sentences.
papa / ax / Some pigs were born. / One of the pigs is very small and weak.
/ kill / unfair / cry / carton / Give the small pig his breakfast. / Its name is
Wilbur.
‘One of the pigs is very small and weak.’는 본문의 문장 ‘One of the pigs is a
runt.'를 바꾸어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학습자는 주어진 문장과 단어,
삽화를 이용하여 줄거리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carton'이란 단어를 모른다고
하였으나 줄거리를 예측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여기서는 정확한 예측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읽게 될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래의
이야기와 다르게 예측한다 하여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자신의 예측이 맞는가를 확
인하기 위해 이야기를 읽게 되면 동기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와

다. 단

의미 연결하기

<예> Match.

그림이나 쉬운 풀이를 주어 새로운 어휘를 접하게 한다. Charlotte's Web의 경우
단어가 어렵지 않고 새로운 어휘는 다음처럼 본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의미를
알 수 있게 해 주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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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said her mother, "one of the pigs is a runt. It's very small and weak,
and it will never amount to anything. So your father has decided to do away
with it."
"Do away with it?" shrieked Fern. "You mean kill it? Just because it's
smaller than the others?" (p. 4)

위에서 ‘runt'는 ’very small and weak'로, 'do away with'는 ‘kill'로 다시 말함으
로써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의미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라.

질

문에

답

하기

읽은 내용의 이해 여부를 보기 위한 질문이다. 문장을 주고 True or False를 쓰게
할 수도 있다. 이해의 수준에서 문자 수준(literal)의 이해 점검이다.
<예> Answer the questions.
① Why did Mr. Arable go with the ax?
② How old is Fern?
③ Were the small pig killed?
④ Where did Mr. Arable put the pig?
⑤ What is the small pig's name?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된 학습자에게 질문을 들려주고 대답하게 하였다. 쓰는 것
보다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듣기와 말하기 능력의 수준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되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②번을 제외하고는 위 질문 모두에 정확한 답을 하였
으므로 본문의 내용을 대체로 잘 이해하였다고 판단된다. ②번은 세부사항을 묻는
질문이어서 대답을 못 하였다 해도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활동을 짝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으로 계획할 경우 팀을 나누어 상대방에게 물
어 볼 질문을 학습자들이 만들어 보게 하고 만든 질문을 상대에게 던져 점수를 얻
는 방식의 게임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극 본 들

마. 역할

대

만

기

본문의 대화를 바탕으로 역할극의 대본을 만들어 보게 한다. 본문의 문장을 그대
로 사용하여 대본을 만들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4). 처음 몇 줄은 제시해
주어 예시로 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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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역할극 대본을 만들어 봅시다.
Fern: Where's Papa going with that ax?
Mrs. Arable: Out to the hoghouse. Some pigs were born last night.
Fern: I don't see why he needs an ax.
Mrs. Arable: Well, one of the pigs is a runt. It's very small and weak, and it

will never amount to anything. So your father has decided to do away with
it.
Fern: Do away with it? You mean kill it? Just because it's smaller than the
others?
......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학습자는 예시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한 후 어렵지
않게 대본을 만들기 시작했다. 앞의 몇 문장 쓰는 것을 보고 과제의 수준이 적정하
다고 판단되어 중지하게 하였다. 이 활동은 개별 활동으로보다 짝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1장에는 네 명이 등장하는데 만들
어진 대본으로 대화를 연습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듣기
와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한 활동이다.
바

. 소설

속

물 되어

의 인

이

일기

쓰

기

학습자 자신이 소설 속의 Fern, 혹은 Mr. Arable이 되어 하루의 일기를 써 보게
하는 활동이다. 소설 속의 인물이 되어 일기를 쓰려면 그 인물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의 감정과 생각을 상상하고 추리해 보게 된다. 이를 통해 세상 속의 상
황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는 문학
작품 도입의 장점 가운데 개인적 성장을 기대한 과제이다.
<예> You are Fern. Write today's diary.

4) 만들어진 대화를 가지고 소집단별로 역할극을 할 수 있다. 대본을 보며 감정을 넣어 대사
를 읽는 연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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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활동으로 계획한다면 각각 Mr. Arable, Mrs. Arable, Avery가 되어 일기
를 써 보고 서로 발표해 보게 할 수 있다.
장

사. 가

현 찾 밑줄

인상적인 표

아

치기

마음에 드는 창의적인 언어 표현이나 메시지를 고르게 하는 활동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내용을 생각하고 감상해 보게 유도할 수 있다. 어느 부분을 고르더라도 그
부분을 선정한 학습자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가치있는 응답이다.
<예> What is your favorite sentence in chapter 1? Why?
대상이 된 학습자는 “The pig couldn't help being born small. could it? If I had
been very small at birth, would you have killed it?"을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꼽
았다. 그 이유는 약하다고 죽이는 것이 아주 부당하며 자기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
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학습자의 응답에서 학습자가 작품 속의 세상에 자신을
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The Miracle

11장은 주로 소집단 활동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장과 비슷한 활동으로
삽화 보며 내용 추측하기, 주요 문장으로부터 내용 추측하기, 어휘와 의미 연결하기,
주어진 질문에 답하기(Trun/ False 쓰기), 역할극 대본 만들기/ 역할극 하기, 소설
속의 인물이 되어 일기 쓰기, 가장 인상적인 표현 찾아 밑줄 치기 등을 소집단 활동
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가급적 반복을 피하고 다양하고 변화가 있는 활동으로 구성
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 마임하기

11장은 미라클을 접한 각 등장인물의 반응을 담담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있다. 각 등장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찾아 한 사람이 인물의 동작을 마임으로
표현하면 소집단의 나머지 학생들은 누구인지 맞힌다. 각 인물의 반응을 개별적으로
찾는 것보다 그룹의 학생들이 함께 찾는 것이 흥미로우며 찾은 부분을 적거나 밑줄
을 치게 한 후 돌아가며 술래가 되어 마임으로 표현한다.
<예> Find and write each person‘s behavior when they saw Charlotte's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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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rvy: set his pail down/ felt weak/ brushed his hand across his eyes and
stared harder at Charlotte's web./ dropped to his knees and uttered short
prayer. .....
Zuckerman: murmured the words "Some Pig"/ looked at Lurvy/ began to
tremble......
약

나. 요

하기

그룹 활동으로 장 전체를 8문장 이내로 요약해 보게 한다. 학습자 수준에 따라 요
약문 전체를 써 보게 하거나 교사가 요약한 내용에 빈 칸을 주고 채워 넣게 한다.
It was a foggy morning. Lurvy came with the pig's breakfast. He saw a
message “SOME PIG” in the center of the web and called Mr. Zuckerman.
Zuckerman stared at the writing on the web. He went back up to the house to
tell his wife the miracle. ......
다. 만화 그리기

네 명이 한 집단이 되어 11장의 내용을 4～6컷짜리 만화로 그리고 말풍선에 간단
한 대사를 넣는다. 그림이 주가 아니라 주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학생들
에게 이해시키고 최대한 간략히 그림을 그리게 한다. 만화 그리기 활동은 장의 내용
을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조화하는 연습이 될 수 있다.
터뷰

라. 인

극

역할

하기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역할을 맡아 자유롭게 말해 보는 활동이다. 역할 카드에
는 상황과 역할이 나와 있다.
<예> Role Play
situation: A TV reporter visited Mr, Zuckerman's farm to see the miracle. She
interviews Lurvy and the others.
roles: TV reporter, Lurvy, Mr. Zuckerman, Mrs. Zuckerman, a villager
Reporter: Good evening, I am at Mr. Zuckerman's farm now. A miracle happened
here at Zuckerman's farm this morning. Mr. Lurvy is here to tell us what

초등영어교수에서 장편 아동문학 작품의 활용 361

happened this morning. How are you, Mr. Lurvy?
Lurvy: How are you? umm, I am, umm,... Lurvy. I am wor～, ur, working at
Mr. Zuckerman's farm. ......
가능하다면 역할극에서 나아가 11장에 드러난 각각의 인물 특성에 따라 Lurvy라
면 어떻게 인터뷰했을지, 혹은 Mrs. Zuckerman은 어떻게 인터뷰했을지 추측해 보게
한다. 그룹에서의 토의를 거쳐 공동으로 인터뷰 대화를 만들어 보게 한다. 문맥을
통한 인물의 이해를 자극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마.

포스터

그리기

주제를 주어 짝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으로 포스터를 그려보게 한다. 완성된 포스터
는 전시하거나 발표한다.
<예> Fern wants more visitors to come to see Wilbur and Charlotte's web, She
decided to draw a poster for it. You are Fern. Draw your own poster.
이 밖에 신문기사 쓰기, 팀 프로젝트로 사전 만들기 등도 시도할 수 있다.
3. 자가평가

자가평가지를 사용하거나 간단하게 자신의 학습을 평가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가
평가지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전반적인 수행을 평가하거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따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자가평가지는 다음 예와 같다.
<예> 자가 평가지
Name: 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
From: _____________ to _____________
I am very happy with my performance today.
My performance today was OK.
I think I can do bett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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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초등영어 교실에서의 획일적인 수업 운영으로 인해 영어 능
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이 비효율적인 수업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이
들을 위한 수업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현재 주로 부진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별 교육이 영어 능력 우수아들에게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현재의 학교 체제에서 가능한 영어 능력 우수아들을 위한 수준별 교육 방안을 제안
하였다.
수준별 교육의 네 요소인 학습 환경, 내용, 과정, 결과에 대해 영어권의 장편 아동
문학 작품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교
사가 미리 학습지로 준비하여 SAC에 비치해 두고 해당 학습자는 영어 수업 시간에
교실을 떠나 SAC에 가서 준비된 학습지를 스스로 수행하고 결과를 자가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장편 아동 문학 작품으로는 Charlotte's Web을 선정하였으며 1
장과 11장을 모델로 영어 아동 문학 작품 도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활
동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활동들의 수준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 한 초등학교의 영어 능력 우수아 가운데 6학년 1명을 선정하여 활동의
수행 여부를 관찰하고 인터뷰하였다.
본 연구에 제시된 활동들은 본 연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
다. 1장은 개별 활동을, 11장은 소집단 활동을 염두에 두고 제안하였지만 상황에 따
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개별 활동으로는 삽화보며 추측하기, 주요 단어로부터 내
용 추측하기, 단어와 의미 연결하기, 질문에 답하기, 역할극 대본 만들기, 소설 속의
인물이 되어 일기 쓰기, 가장 인상적인 표현 찾아 밑줄 치고 그 이유 말하기 등이
제시되었고 소집단 활동으로는 마임하기, 요약하기, 만화 그리기, 인터뷰 역할극하기,
포스터 그리기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자가평가의 간단한 모형이 예시되었다. 이들을
모델로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여 학습자 수준에 따른 다양한 활동과 과업들을 구안
할 수 있다. 활동의 예시에서 보듯이 문학 작품은 언어의 4기능 발달 뿐 아니라 인
성의 발달과 문화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창의성, 사고력 개발과 함께 자기주도적 학
습자로 성장하는 데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도는 제안된 활동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초등 영
어 교실에서 수준별 수업을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
서의 교육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개별 교육을 지향하는 수준별 수업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가 있겠지만 획일적 수업에 비해 교사에게 몇 배의 수고와 노
력을 요구한다. 교사들이 기꺼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의지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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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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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each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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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find the ways to improve English teaching for high-performing
students in whole-class instruction in Korean elementary school classroom.
Differentiated learning is one of the ways to improve high-performer's English
teaching. This study suggests to use authentic English children's literature for their
English teaching and shows how to use it. Charlotte's Web, the popular authentic
English literature for children, were chosen, and tasks and activities based on it are
suggested to use in their teaching. High-performing students are recommended to
move to SAC in English lesson hours, to perform the tasks prepared by the English
teacher, and to self-assess their own performances. The presented ideas are expected
to be an example for gifted students English teaching in Korea.
Key words: differentiated learning, authentic children's literature,
elementary school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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