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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arouse students ’ interest and active participation in learning 
English, teachers are ex야cted to resort to a variety of teaching aids and 
ways to promot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students, but the 
traditional grammar-translation method of teaching still hangs around in 
high school upper class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English are 
performed in various clubs for English conversation, screen English, 
English novels, English reading, English newspapers, etc. Before the 
regular class hours in the moming, some schools make time for 
developing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of students. In addition to 
these, various contests for English speaking,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and English word power, etc. are held. 
Each high school is encouraged to offer lessons on multiple foreign 

languages. Owing to their own peculiar surrounding circumstances, more 
than 60 % of high schools still teach only one foreign language except 
English. japanese enjoys attracting the most students, and German 
stands the second and French the third. Beginning in the year 2002, each 
middle school can teach one of the seven ’Practical Foreign Languages': 
German, French, Spanish, Chinese, japanese, Russian, and Arabic. 
Teaching practical foreign languages with a focus on developing 

listening and speaking abilities will be emphasized, along with diversified 
teaching aids. Cross cultural education will be intensified to cultivate 
refined world citizens. Each lesson will be prepared to meet requirements 
of students, and students will enjoy diverse teaching & leaming tailored 

to fit their leaming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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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스포츠 둥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게 되었 

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개방화 내지 세계화는 WTO 가입 이후 더욱 활발 
해져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크게 부각되고 있 

는 실정이다. 새 천년을 맞아 국제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원활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다. 

외국어 중에도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국제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정상적인 영어 교육을 마친 대졸 사원도 외국인과 영어로 의 

사 소통을 제대로 못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많아 “영어 공부 10년에 반벙어 

리 양산”이라는 비난을 아직까지 면치 못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대학까지 

10년 가까이 영어를 배우고도 외국 사람과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우 

리 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 

지가 있겠으나，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중 · 고동 학교에서의 지도 

내용이 그 핵심이 된다고 본다. 현재 학교에서는 의사 소통 중심의 교육이 

권장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직까지도 종래의 문 

법 · 번역 중심의 전통적 지도 방법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다. 

다음은 필자의 교단 경험을 바탕으로 중둥학교 외국어 교육의 현황을 알 

아보고 외국어과의 대표 격인 영어과를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전망 

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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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등 영어 교육의 현황 

1. 학교 교육 

1) 정규 수업 

미국의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어떤 외국어로 전문 분야의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300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 중둥학교의 영어 시간과 대학의 교양영어 시간을 모두 다 합해도 900 

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 

은 영어 전문인을 양성하기에 힘들다는 의견들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1977년부터 초둥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도입하여 현재 주당 2시간씩 정규 

교과로 지도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주당 4시간씩 지도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원어민을 영어 보조 교사로 초빙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본토인의 

정확한 발음과 자연스런 영어를 익히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국인 교사에 의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학생들은 영어 

에 대한 접촉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는 교수 · 학습 방법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접촉을 보강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지도 교사에게 classroom 

English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도 교사 

의 영어 구사 능력 부족으로 우리말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곳이 많다. 

초 · 중학교에서는 지도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생 중 

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 노래와 game, 간단한 지시 

에 따른 동작(TPR)이나 role play,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거나 글쓰기 동의 

방법이나， 녹음기， OHP, multi -media 둥 다양한 교육 보조 자료의 활용으로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 재미있는 수엽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우 · 열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3단계로 나누어 수준 별 교재 

를 별도로 제작하여 다양한 지도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 

는 중학교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1년에 두 차례 학생들의 반 

을 다시 편성하고 지도교사도 교체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을 고정시키는 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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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 

하여 Snoopy와 고양이 Garlield 등 만화 캐릭터를 활용하거나， Q띠Z， 광고 문 

안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필자가 재직했던 S고교의 경우 

1학년은 ‘공통 영어’를 주당 4시간씩， 2학년은 ‘영어 I’을 주당 4시간씩， 3학 

년은 주당 4시간의 ‘영어 II’ 외에 ‘영어 독해’(주당 2시간)를 공부하고 있다. 

1 . 2학년의 경우는 능력별로 우 · 열반을 편성하여 별도의 수준별 교재에 의 

한 수업이 시도되고 있으나 열반에 들어가는 선생님은 자신도 못난 교사라 

는 취급과 수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 수업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고 

등학교에서는 당면한 대학입시 준비와 문법 번역 중심의 전통적 지도방법으 

로 일관해 온 지도 교사의 타성 때문에 교육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지도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이다.1) 

2) 영어 특활 교육 

중 · 고등학교에서는 특활 시간에 영 · 수 · 국 같은 주지 교과 지도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방과 후 교육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영어 회화반을 조직하여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거나 학 

교 교사의 지도로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영어 

회화반 외에 영어 듣기반 TEPS반 Screen 영어반， 영어 소설반， 영어 독해 

반 영자 신문반 둥을 만들어 다양한 서클 활동을 펼치고 있다. 

3) 채기 교육 

학교에 따라서는 아침 정규 수업 15분전에 영어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어 

학생들의 듣기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도 한다. 또 교실에 생활 영어 게시판 

을 설치하여 영어 구어 표현을 익히도록 한 후 학기 말 시험에 반영하거나 

경시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학생을 표창하기도 한다. 아울러 영어 듣기 경 

시 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단어 경시 대회 등 다양한 계기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다. 

1) 중 · 고 별 구체적 학습 지도안 sample은 부록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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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 학습 지도 

현재 각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제6차 교육과정을 보면 외국어를 이해와 

표현 기능으로 나누고 이를 듣기와 읽기 말하기와 쓰기로 나누어 지도하도 

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현황을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듣기 지도 

외국어를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뜻에 영향을 주는 소리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은 소리로 표현된 낱말과 문장의 의미가 무 

엇인지， 또 그 문장들이 모여 나타내는 담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초급 단계에서는 영어의 음소들을 들어 식별하는 

능력을 지도하고， 차차 낱말 문장， 담화의 내용 이해 순으로 학습이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봉착하고 있는 듣기 지도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시설과 보조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시 · 도 에서는 

교육 과정 운영 중심의 교무 조직을 통한 교과별 연구실 확충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실제적 상황에 몰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실용 영어 교육용 특별실” 설치가 미미한 실정이다. 여기에 

는 최 소한 OHP, Tape recorder, VCR, CD player, 및 다양한 Real material 

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학교별로는 IMF 경제 위기 전에 보급된 

Multimedia 시설이 있으나 그것도 1개 학년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학년의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교육 방송을 통하여 전국적 

으로 실시하던 듣기 능력 평가가 ‘97년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학교 자체 제 

작에 어려움이 많다. 평가자료 녹음을 위한 원어민 구하기도 어렵고 전문 

기술과 시설이 부족하여 교과서 녹음 테이프를 짜집기 식으로 편집하여 평 

가를 하고 있으나 질 높은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 읽기 지도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읽은 것에 대한 뜻이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 

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문자 해독력이다. 따라서 읽기 지도 

는 글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 긴 글을 빨리 읽고 이 

해하는 것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여러 단계를 망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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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문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인 Phonics를 기초로 한 

문자 해독 기능 지도부터 시작하여 낱말이나 문장 문단 읽기 순으로 지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읽기” 지도의 경우 문장 분석식 문법 위주의 수업보다는 직독 직해를 통 

한 전체적인 의미파악 훈련이 권장되고 있으나 아직도 교사 중심의 문법 · 

번역식 수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3) 말하기 지도 

말하기는 자신이 뜻하는 바를 소리로 표출하는 언어 행위이다. 말하기 지 

도로는 유의적인 소리를 내기 위한 발음 지도와 의미 표출을 위한 어휘/구 

문 지도로 나눌 수 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발음 지도에 중점이 주어져 패 

도， 녹음기， VCR 둥 각종 보조 자료를 통한 영어의 자연스런 음운과 억양 

익히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문형 연습으로는 대 체 연습(substitution drill) , 통사 연습(syntactic drill) , 

응답식 연습(reply drill) , 문제 해 결 연습(problem solving drill) , 역 할극(role 

play) 둥 다양한 의사 소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말하기 지도에도 지도 교사의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이 필수적이나 현실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 

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 

태 의연한 문법 · 해석식 전통적 교사 중심의 암기식 수업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아직도 40명을 상회하는 다인수 학급에서 학생들의 말하기 활동 

을 활성 화 할 수 있는 다양한 game 및 학습 자료 개 발 및 교수 · 학습 방법 

의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4) 쓰기 지도 
쓰기는 자신의 의사를 글로 써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영 

어의 표기법을 알아야 하고 다음에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타 

내는 낱말， 표현， 구문에 대한 지식과 구사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쓰기 지 

도란 철자 익히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단어， 문장 쓰기， 주제에 따른 paragraph 

작성하기 및 자유 작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고 볼 때， 우리 

의 쓰기 지도는 아직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는 뒤섞인 문장의 요소를 찾아 올바른 문장을 만드는 Jig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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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es, 주어진 글 중 틀렸거나 이상한 부분을 고쳐 베껴 쓰는 copymg 

with corrections, 그림을 보고 그 내용을 영어로 쓰게 하는 picture 

description 등이 시도되고 있으며， 주변 일상 생활 내용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일기 쓰기， 편지 쓰기， 찬 · 반 토론에 대한 자신의 의견 쓰기 등 

다양한 쓰기 활동을 하는 학교도 있다. 

3. 영어 교사 연수 

IMF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물론 각 시 · 도 교육청별 

로 매년 40-50명 정도씩 30-45일 정도의 영어 교사 해외 연수가 실시되었 

는데 현재는 예산 삭감으로 거의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대신에 영어 선생 

님 자비에 의한 배낭 여행이나 현지 기관 연수가 방학 중 실시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외국어대학과 숙명여자대학 둥에서 실시하는 학 

점 인정 야간 연수에 수도권 지역 영어 교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영어 교사의 영어 구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을 초빙하여 영어 회 

화 연수를 정기적으로 갖는 학교도 있다. 

한편 각 시 • 도 교육 연구원에서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격 연 

수와 일반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99 영어과 교사 연수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제공-

연수명 기 간 연수자수 연수 대상 비 고 

중둥영어과 1정 겨울방학 중 
80명 

중등영어과 

자격연수 30일간 2급 정교사 
τ.::::z. τ 1:: ,.., 경~<>l 부’처 c 여름/겨울방 

80명 
중등 제2외국어 

공자격연수 학중384시간 전공교사 

중등영어교사 학기중 
450명 희망영어교사 

원어민 활용， 

회화직무연수 60시간 」 4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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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보조 자료 제 작 지 원 

현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도와주고자 각 시 · 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다양한 교 

육 보조 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99 영어과 교육 보조 자료 제작 지원 현황>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제공-

자료명 내 용 비 고 

중등영어수업영상자료 
중2-고2까지의 수준별 수업 

2000년 1월 보급예정 
을 위한 VTR자료 

초·중·고 영어과 초등4년， 중2년， 고1년생 지도 

수업 보조자료 를 위 한 CD-ROM 보조자료 
2어0년 1월 보급예정 

상기 자료 제작 지원 외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학자들의 순수 연구보다 

는 현장 교사들이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면서 부닥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실 

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연구교사제’를 운영하여 학교 현장에 

서의 교수 · 학습 방법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에 전국의 중 · 고교 

에 Multi-meclia를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나 IMF 한파로 인하여 1년만에 모든 

지원이 중단되어 현재는 중 · 고교의 한 개 학년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실정 

이다. 

또 역사가 있는 학교에는 어학실습실(language lab) 시설이 있으나 이것도 

시설이 낡았거나 고장으로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학급이 많은 경우에는 2 

개 학년에게만 혜택을 준다 해도 매일 5-6 시간을 계속 가동하게 되면 기 
계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여 부품이 타버리거나 지도 교사의 업무 과다로 

외면 당하여 사장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보다는 원어민의 생생한 발 

음이나 교사의 성대 보호를 위하여 휴대용 녹음기나， Dr. Wicom을 사용하 

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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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2 외국어 교육 현황 

교육부에서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제 2 외국어 교과를 복수로 개설할 것을 권장해 온 결과， 전에는 제2 

외국어 선택이 ‘독어’ ‘불어’ 일변도이었던 것이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스 

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가， 또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아랍어’가 

추가되어 앞으로는 7개 교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교사의 수급이나 

지역의 특성 때문에 아직도 60% 이상의 학교가 한 과목만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 외국어 개설 현황> 

-‘99. 3. 1 현재-

개설 과목 수 개설 학교 수 % 비 고 

1 과목 1,099 61 .4 

2 과목 623 34.8 

3 과목 이상 67 3.8 
계 1,789 100 

교육 과정상에는 제2 외국어가 엄연히 필수 선택 교과로 지정되어 있어， S 

고교의 경우 ‘독어’와 ‘불어’를 복수 개설하여， 1학년은 주당 2시간， 2학년은 

주당 3시간， 3학년은 인문계만 주당 1시간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2 외국어가 대학입시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 교실 수 

업에서는 소홀히 취급되는 수가 많았는데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2001 학년 

도부터는 학생이나 학부형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져 교육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이다. 과목별 선택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 

외에도 우리말과 구조가 비슷하고 한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 

본어 선택이 가장 많고 다음은 독어 불어 순이다. 아랍어는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2002년 이후부터 선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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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제2 외국어 선택 현황> 

-‘99. 3. 1 현재-

과 목 선택 학생 수 % 고 

독어 357,424 26.6 

불어 242,864 18.1 

스페인어 16,942 1.3 

중국어 95,376 7.1 

일본어 625,655 46.6 

러시아어 4.738 0.3 (337R 교) 

아랍어 7차교육과정부터도입 

계 1,343,099 100 

IV. 중등 외국어 교육의 전망 

1. 외국어(영어)과 교육 과정의 변화 

교육 과정은 한 나라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 

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며 그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편의상 이를 토대로 우리의 외국어 교육을 전망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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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영어)과 신 · 구 교육 과정 비교> 

구분 고 

육
 
정
 
제
 

교
 과
 
체
 

성 격 

표
 

모
 
「

제6차 교육 

과정 

1. 성격 

제7차 교육 

과정 
1. 성격 

비
 

• 

2. 목표 12. 목표 
3. 내용 13. 내용 
4. 방법 14. 방법 
5. 평가 15. 평가 
<별표 1.2> 1<별표 1.2.3.4> 
초둥학교영어， 1외국어(영어) 1 。초등학교 영어와 중학교 영어， 고둥학교 

중학교 영어， 1과 국민공통기 l공통 영어의 성격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둥학교 영어|본교육 과정의|외국어(영어)과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의 성 

의 성격 제시 |성격 제시 l격으로 통합 제시함. 

1 ... , -._ ... '/....:1 ... '" 。제6차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중학 
초등학교 영어， 1외 국어 (영 어 ) 1 l |」lL 영어， 고등학교 공통영어의 목표가 각각 
중학교 영어， 1과 국민공통기| 

| |제시되어 있으나，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외국 
고퉁학교 영 어 |본교육과정 모| 

| 「|어(영어)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목표로 통 
목표 제시 |표 제시 | ,.-- ., , I 합 제시함. 

。전체 체제는 대체로 비슷하나，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소재’를 별표1로 제시하며， 별표 

4가 추가됨 

내용 

。‘이해/표현 기능’을 구분하고， 듣기-읽기

말하기-쓰기로 제시된 제6차교육과정의 제시 

순서를，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이해/표현 기 

I I 능구분 없이 듣기-말하기-읽기-쓰기로 제시 
<내용 체계> 1 _., ^ _.,., _ 1 

1<내용 체계>1 。제6차교육과정의 ‘언어재료’의 내용 속에 
1. 언어 기능 | | 

'-- 11. 언어 기능 |‘문화’를 추가하고 ‘발음’을 ‘언어’로 바꾸어 
가. 이해 기 τ| | 

1 1) 듣기 |제시 
1) 듣기 | | 

1 2) 말하기 | 。제6차교육과정의 ‘내용’은 학습 내용의 진 
2) 읽기 | | 

1 3) 읽기 |술이지만，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상세화하여 
나. 표현 기능 | | 

1 4) 쓰기 |성취 기준으로 제시하고， 실제 내용 진술에 
1) 말하기 | | 

12. 의사소통활동 l서는 언어 기능의 ‘성취 기준’을 제시 
2) 쓰기 | l 

'-- 13. 언어 재료 | 。제6차교육과정은 학급 전체가 공통으로 재 
2. 의사소통기τ| | 

| 가. 소재 |우는 기본 과정만을 제시함에 비해， 제7차교 
3. 언어 재료 | | 

| 나. 문화 l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선택하 
가. 소재 | | 

| 다. 언어 |여 공부할 수 있게 기본과정과 심화과장을 
나. 발음 | | 

| 라. 어휘 |제시 
다. 어휘 | | 

| 마. 단일문장 | 。어휘 수가 변화됨. 
라. 단일문장 l | 

| 의 길이 | 제6차교육과정: 중1 - 300 낱말 내외， 중2 
의 길이 1 ,= , 1 

’ 1- 350 낱말 내외， 중3 - 400 낱말 내외 
제7차교육과정 :7 단계 - 200 낱말 내외， 8 

단계 - 250 낱말 내외， 9 단계 - 350 낱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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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교육 | 제7차 교육 
구 분| | 비 고 

과정 | 과정 

초등학교 영어 1,..., --,. ..... 1/ A.l ..... 1 \1 。제6차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중학 
’ l 외 국어 (영 어 ) 1 

중학교 영어， l |교 영어， 고등학교 공통 영어에 ‘방법’이 각 
|과 국민공통기| 

방 법 |고등학교 공통 | |각 제시되어 있으나，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본교육과정의| 

영어의 방법 | |외국어(영어)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방 
|방법 제시 l 

제시 1 u... '" 1 볍’으로 통합하여 제시함. 

초등학교 영어 1,..., --r ..... 1 I .......:a .... ., \ I 。제6차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중학 
’ l 외 국어 (영 어 )1 

중학교 영어， l |교 영어， 고둥학교 공통 영어에 ‘평가’가 각 
|과 공통기본교| 

평 가 |고등학교 공통 | |각 제시되어 있으나，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l육과정의 평가l 

영어의 명가 | |외국어(영어)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평 
|제시 | 

제시 1 " , 1 가’로 통합하여 제시 

。제6차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로 내용 속에 

별표 11제시되지 않음 |‘소재’ 제시 |소재를 제시하였으나，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별표 1로 통하여 ‘소재’ 제시 

。제6차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중학 

1 ..... ,--r ..... '/~ ..... 1\1교 영어， 고등학교 공통 영어에 ‘의사소통에 
초등학교 영어|외 국어 ( 영 어 ) 1 

| |필요한 예문’이 각각 제시되어 있으나， 제7차 
와 중학교 영 |과 국민공통기| 

|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영어)과 국민공통기 
어，고등학교 공 |본교육과정에| 

별표 2l | |본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으로 
통 영어에 ‘의 |‘의사소통 기 | 

| , |통합 하여 제시 
사소통에 필요 |능과 예시문 | 

| |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은 ‘의사소통 기 
한 예문’ 제시 |을 제시 | 

I~ '1 I I 능’ 항목이 세분되어 다수 추가되고 예문의 

초등학교 영어 

와 중학교 영 

별표 31 어， 고등학교 
영어에 ‘기본 

어휘표’ 제시 

개수 도 많아짐. 

’ 。제6차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중학 
외 국어 (영 어 )1 

| 영어， 고둥학교 영어에 ‘기본 어휘표’가 
과 국민공통기| 

l각각 제시되어 있으나，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본교육과정에| 

|외국어(영어)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기 
‘기본 어휘표’ | 

|본 어휘표’로 통합하여 제시 (초등학교 기본 
제시 | 

|어휘는 *표로 표시함) 

‘의사소통에| 
|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별표 41제시되지 않음 |필요한 언어 l 
|언어 형식’ 제시 

형식’ 제시 l 

1) 외국어(영어)과의 성격과 특정 

우리는 현재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 속에서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한국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대한 자연스런 의사 소통 능력이 펼수 요건이 되고 있다. 외국의 한 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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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전세계 라디오 방송의 60% , 우편물의 70%, 전화 통화의 85%가 영 

어로 되어 있으며 전세계 약 7억 대의 컴퓨터에 들어 있는 정보 내용의 

80%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부는 영어 교육의 현실적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1997학년도부터 초둥학교에서도 영어를 정규 교과로 가르치도록 정책 결정 

을 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6차 교육과정과 앞으로 시행될 제7차 교 

육과정에서는 정확성보다 유창성을 강조하여 학생 중심 의사 소통 능력 신 

장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세계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 국제적 안목을 가진 세계인을 기르기 위한 인성 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2) 외국어(영어)과의 목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급별 영어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전 

체를 하나의 체제로 묶어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 구체적 학년 

별 성취 목표를 ‘내용’ 속에 ‘성취 기준’이란 이름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 

다. 따라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목표 체계가 ‘총괄 목표→구체적인 

목표→단계별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총괄 목표는 학생들의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과 외국 문화를 올바르 

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6차 교육 과정까지 개정되어 온 우리 나라 영 

어 교육 과정의 일관된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3) 외국어(영어)과의 내용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내용을 ‘이해와 표현 기능’으로 구분하여 ‘듣기-얽 

기-말하기-쓰기’ 순서로 제시된 것을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해와 표현’ 

의 구분 없이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순으로 언어 현상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였다.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문법 교육을 지양하기 위하여 ‘의 

사 소통 기능 항목’과 ‘학년별 예시문’을 제시하였으나， 제7차 교육 과정에서 

는 이를 ‘내용 체계’와 ‘학년/단계별 성취 기준’의 두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또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학급 전체가 공통으로 배우는 ‘기본 과정’만을 

제시함에 비해，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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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각 단계를 a.b로 나누고 이를 다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내용 진술에서도 언어 기 

능별 ‘성취 기능’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단일 문장의 길이도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학년별 

로 10, 15, 20 낱말 내외로 제한하였던 것을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여 교과서에 불가피하게 어색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 

다. 

제7차 외국어(영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의 명료화와 의사 소통 

기능과 예시문， 소재， 기본 어휘를 상세화 하였다.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내용이나 예시문 등이 너무 포괄적이며 어휘나 소재가 제한적이라는 비판 

을 수용하여 교육 과정의 ‘내용’을 성취 기준으로 개칭하여 상세화 하였다. 

성취 기준은 약 3307TI로 제6차 교육 과정과 비교할 때 6배 정도로 상세화 

하였으며，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과 기본 어휘 수를 크게 늘려 교사나 학생 

에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다양한 표현을 익히게 하고， 성취하여야 

할 목표를 명확히 알고 학습에 임하도록 하였다. 

4) 외국어(영어)과의 교수 • 학습 방법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 중심의 수업과 문법 설명을 배제한 이해 우선 

의 표현 능력 지도에 역점을 둔 초등 학교 중학교 고둥학교 별 교수 · 학습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과업 중심의 학생 중심 수준 

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외국어(영어)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교 

수 · 학습 방법이 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외국어(영어)과의 명가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 급별로 이해/표현 기능을 유창도 중심으로 평 

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 

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외국어(영어)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평가’ 

로 통합 제시되고 있다. 또한 분리 평가보다는 통합 평가를 적절히 실시함 

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문법 교육 중심의 교수 요 

목에서 탈피하여 ‘개념-기능 중심 교수 요목’을 도입하여 개념과 기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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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을 정하였고， 언어 기능을 ‘이해(듣기， 읽기)’ 기 

능과 ‘표현(말하기， 쓰기)’ 기능으로 나누어 이해 기능을 학습하고 난 뒤에 

표현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하여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영어에 대한 관심과 홍미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 영어를 중시하여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 

으며， 다양한 교육 보조 자료의 사용으로 언어사용 능력 신장에 유의하고 

있으며， 교사의 일방적 설명보다는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활동/ 

과정 중심의 학습을 이끌도록 하였고 기본/심화 과정을 설정하여 수준별/집 

단별 개별학습과 협력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또한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언어 재료 가운데 ‘문화’ 항목을 추가하여 문 

화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외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 

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도구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에 접근 

함으로써 학습자의 개인적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적웅력과 소양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는 관점 

을 반영한 것이다. 

2. 외국어(영어)과 교과 시간의 변화 

21세기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여 국경을 초월한 다양하고 빈번 

한 국제 관계로 인하여 외국어의 펼요성이 더욱 더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초등학교에서 특별 활동 시간에 영어 교육을 제한적으로 실시해오다가， 

1996년부터 2년간 실험기간을 거친 후 1997년부터는 영어가 초둥학교 3학 

년부터 정규 교과 과목으로 도입되어 공식적인 조기 외국어 교육이 시작되 

었다. 

또한 200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영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 정책을 바꾸어， 지금까지 영어를 독립시켜 제2 외국어와 구분 

하던 것을 없애고， 외국어 영역에 영어를 포함시켰다. 또 유럽 통합을 비롯 

한 동남아 권역， 중앙 아시아 권역， 아프리카 권역 남미 권역 둥 지역 분권 

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학교의 재량 활동 시간에 ‘생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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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독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7개 외국어) 

를 ‘한문’， ‘컴퓨터’， ‘환경’과 함께 선택 과목으로 설치， 연간 102 시간을 이수 
하도록 하여 중학교에서부터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고 해 

당 언어사용 국민의 문화 이해를 통한 세계인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려 하 

고 있다. 

제7차 교육 과정에 들어 있는 외국어 최소 단위 배정 서간 기준을 보면 다 

음과 같다. 

<외국어 교과 시간 배정> 

-제7차 교육 과정-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학년 3 4 5 6 7 8 9 10 11 12 
영어 2 2 4 4 6 6 8 8 8 8 

2외국어 (2) (2) (2) 6 6 

영어는 초동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 

정에서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7.8학년(중학교 1 . 2학년)의 경우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주당 4시간이던 것을 제7차에서는 3시간으로 줄이 

고， 학교 재량 활동 시간에 제2 외국어를 선택하여 주당 2시간씩 3년간 배 

울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조기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되는 선택 과정으로 ‘영어 l' , ’영어 II ’， ’영어 독 

해’， ‘영어 회화’， ‘영어 작문’ 과목을 개설하여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향후 제2 외국어 선택은 국제 정세와 경제 여건에 크게 좌우될 것이지만， 

일본어 선택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다음으로 중국어가 크게 부상하리라고 

본다. 

3. 외국어(영어)과 교질 수엽의 변화 

1) 중학교 생활 외국어 과목의 신절 

1997년에 공포된 제7차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 기본 교육의 충실， 세계화 ·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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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능력의 신장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의 기본 방향 아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 

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 107R 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 교육 이외에 재량 

활동 시간을 두어 학생의 창의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과 선택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전까지 교육 과정에 지정된 

교과목만을 가르쳐 왔던 경직된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취지로 재량 활동 시간을 편성하게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생활 외국어는 중학교 재량 활동 시간에 한문 컴퓨터 환경과 함께 선택 과 

목으로 편성하여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이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둥 7개 과목이 해당된다. 

현행 영어와 기타 외국어의 불균형을 지양하고 이제까지 영어 교육 중심 

의 외국어 교육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제화와 지역 분권화에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중학교에서 재량 활동 시간에 생활 외국어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생활 외국어를 교육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고， 해당 언어 사용 국민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일찍부터 세 

계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하여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2) 학습자 중섬의 열린교육 강조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종래의 결과 중심 주지 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 

타난 열린교육이 강화되어 학생들이 홍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교사 중심의 일방적 설명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 · 학습 활동이 강조 

될 것이다. 따라서 대집단 학습보다는 소집단이나 개별 학습， 협동 학습 둥 

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자율성， 학습 방법의 다양성 개별성을 존중하는 창조 

력 • 사고력 개발에 역점이 주어질 것이다. 또한 각종 체험 활동을 통하여 

외국어에 자연스럽게 홍미를 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game, role play, 과제 

수행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수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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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준에 맞는 학습 활동 전개 

제7차 교육 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수준별 교육 활동이다. 학생들의 관 

심과 홍미， 학습 양식， 선행 경험 둥을 고려한 서로 다른 과제 학습을 통한 

학습 목표 달성 수업이 시도될 것이다. 이때의 학습 목표는 통일 수준의 성 

취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개인별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과제를 학습하면서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으며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특 

성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학급 및 기타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유형의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 

다. 

아울러 각 학교에서는 단계별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되， 동일 단계 내 

에서는 심화 · 보충형 수업을 권장함으로써 우수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 

은 물론 학습 부진 아를 위한 보충 과정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학급내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따라 학급을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수준에 맞는 차별 화된 수업을 전개할 것이다. 

4) 다양한 교육 보조 자료의 활용 

그 동안 우리의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를 먼저 말로 가르치지 못하고 초보 

단계부터 문자를 통하여 외국어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을 소모해 왔다. 우리 외국어 교육의 또 다른 취약점으로는， 지도교사의 해 

당 외국어 구사 능력 부족으로 수업 시간에 외국어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를 극복하는 일이 우리 외국어 교육이 안고 있 

는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에는 교사 개인의 언어 구사 능력도 중요 

하지만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 가는 창의성과 기술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 

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는 video tape나 CD-ROM 둥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교사들의 부단한 자기 연수를 통한 창의적인 교수 · 

학습 idea와 방법의 창출 노력으로 질 높은 수업이 모색될 것이다. 

5) 수행 평가의 강화 
초근대주의 (post-nnoderrrisnn) 철학의 대두에 따라 기존의 객관적 · 절대적 진 

리관이 주관적 · 상대적 진리관으로 바뀌고 지식에 대한 관점 역시 객관적 · 절 

대적 지식관에서 주관적 · 상대적 지식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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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리관과 지식관의 변화에 따라 학습이라는 과정도 외부에 객관적 

으로 존재하는 지식 체계를 수동적으로 접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식의 요 

소들을 받아 들여 이를 학생 내부에서 능동적으로 처리 구성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특징 및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 

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에 적합한 평가 체계로서의 수행 평가가 필요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97학년도부터 종래의 교사 주도의 강 

의 위주 주입식 교육방법과 결과 중심의 객관식 점수제 평가방법으로는 21 

세기 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창의력 높은 인간을 길러 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열린교육과 수행 평가가 핵심이 되는 이른바 「새물결 운동」 을 초등 

학교에 도입 · 추진하게 되었다. 이 새물결 운동은 ’98학년도에는 중학교에， 

‘99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도입 ·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98년 10월 í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과 교육 

비전 2002 : 새 학교 문화 창조안」 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방향은 전국의 

초 · 중 · 고 교육을 교사 주도의 획일적 주입식 강의 방법과 단순 지식 암기 

에 대한 결과 중심의 평가 방법에서 탈피하여 창의력 탐구력 등 고등 정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열린교육 방법과 수행 평가 방법의 도입으로 

학교 교육 체제를 일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6) 문화 이혜 교육의 강조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언어 재료 가운데 ‘문화’ 항목을 추가하여 문화 교 

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외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도구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에 접근함으로 

써 학습자의 개인적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적웅력 

과 소양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관점을 반영한 것 

이다. 문화 교육의 내용으로는 ‘의사 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 양식과 

언어 문화， 영어권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양식， 그 

리고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따 

라서 외국어 교육 시간에는 해당 외국인의 일상 생활 문화를 폭 넓게 다룸 

과 동시에 우리 나라의 문화에 관한 것도 다루어 상호 문화 이해를 도모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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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외국어 교육의 실태와 향후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 

았다. 현재 중등학교 외국어 교육은 문자 위주의 읽기 중심 교육에서 의사 

소통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전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다. 학습자에게 communication 능력을 길러 주는 데에는 과밀 학급， 시설 

및 여건 조성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 

교사 자신의 자질 향상 노력이다.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들 한다. 교사들이 아직까지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 과정과 교과서만 바뀌었다고 순식간에 학교 교육이 바뀔 수 

는 없는 노릇이다. 관계 기관의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교사들의 의식 전환 

과 새로운 교수 · 학습 방법의 개발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모처럼의 새 

로운 시도가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는 교사의 사기와 창의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보다 많은 교사 연 

찬 및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IMF 사태로 중단된 원어민 교사 

배치를 부활 · 확대해야 하고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설과 보조 자료의 개 

발 · 보급에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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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Middle School English Teaching Plan (s따nple) 

l. 본 차시 : 제 4 차시 

2. 때 상 : 제 3 학년 A 반 (3학년 1 ，2반 학생 중 수준별 ‘상’의 학생36명) 

3. 일 시 : 1999년 11월 4일 3교시 

4. 장 소 : 멀티 미디어 1실 (본관 3층) 

5. 자 료 : 그 림 , worksheet, score board, computer, tape recorder, 

사전 107R , handout 

6. 학습목표 

가. 전시 학습에서 익힌 언어 표현을 이용한 영문을 읽고 이해한다. 

나. 미국의 명절 ‘추수 감사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올 이해한다. 

(유래， 역사적 배경 및 관습， 문화 배경 등) 

다. 비교적 내용이 어려운 다음 시간 학습을 위한 사전 예비 지식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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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단계 

TeachinQ' Procedure 

교사 학생 

Good morning. Today we 
have many visitors. In fact,IGood morning 
I'm a little nervous. But 
I'm sure we will do a good 
job. OK. Let ’s start. 
First, let' s review the 

previous lesson. Please looklTV 화면을 본다 
at the screen. I‘~하는 법’이라 대 

준비물 

Introduction IWe learned 'how to + 부정 |답한다 Ipower point 
00') I 사‘， I‘how to 부정사’구|활용 

‘What ’s the meaning? ’, andl문을 TV를 보며 

'That’s right’ l 연습한다. 

Let ’ s practice them. I‘~하기에 ... 하다’ 

라고 대답한다. 

Good job! ‘형용사 to 부정사’ 
Next, ’형용사+ to + 부정사|구문을 TV를 보며 

연습한다. 

Right. Let’ s practice again. 

Today we ’re going to learn 
about Thanksgiving. Have 
you heard of ThanksgivinglYes, there is 
before? 
Is there a holiday like 

Thanksgiving in Korea? 
Let' s think about Chusok, 

first. And it is your first 
game. Y ou think aboutll분 동안 추석 에 

Chusok. Then what comesl대해 생각나는 것 

across your mind? Writel을 모둠끼 리 같이 

them down. 1'11 give youl생각해서 적는다. 

one minute. Start. The 
more items, th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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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 준비물 

Time is over. Let’ s check out. ’ l 

|다른 조의 활동 내용 1 Score board The winner is I~": "L-y- -:'~I _,'e U -" 0 I 
|을 들어본다 1준비 (Score board에 기록한다) 1 e. e. - 1 ,_ -1 • 1 

OK. Let ’s move to another 
game. Look at these pictures. 
Y ou have to guess the story 
and decide the order. For 
example, which one is the 
first, and which one is thel 칠 판에 제 시 된 그 림 
second? OK. start. 15장을 보며 내 용A 

l ξ|그림5장 준비 
추측하여 적당한 τ 

Y ou have two minutes. I 서를 정해 본다. 
Time is ov하. 
The answer is 
The answer is 
Group _ got 10 points. 
(Score board에 기록한다.) 

Development Ilt’s time for reading activity.1교사가 배부한 work 
(25') 1I ’m going to give you alsheet를 사전을 찾아 

worksheet. Please read it andl 가며 내 용을 파악한 
make a question together. 1 다. 그후 모둠별로 
Each group must make atl다른 모둠이 맞추기 
least one question in English. 1 힘들어 할 질문을 하IW orksheet 1 

나씩 만든다. 
Are you finished? OK. 
Let ’s check the contents. 
Group[ _. Please t머k 
your actívíty. 
What is it about? 

aboutl모둠의 대표가 일어 
나서 내용을 발표한 
다. 

l교사가 들려주는 요， Now you ’ve found only a littlel ~ o'~' 1.'= ';;. -~_I_'::-O~ -:;ITape | 약문 녹음 tape을 21 about Thanksgiving. Now 1’dl ~ '"-c .:_':; ~pv C "'IRecorder 
|번 듣는다 I like you to listen to the tape 1 

carefully. It is aboutl 
l요약문을 보면서 다l 

Thanksgiving. Let’s read itl 같이 내용을 확인한I~:~out 1, 
loud. I~ 1 -11 0 e. -, c \..:.IOHP 

|다 1 
Now let’s move on to the 
third game. You made 
questions. 1 choose tw이교사가 고른 문제 두 
questions out of them. Y ou 1 개에 대한 답을 모둠 
have to find out the answers 1 별로 구해 본다. 
together. 1 문제가 선택된 모둠 
Listen carefully. 1 과 맞춘 모둠은 득점 
Question 1 1 을 한다. 
Question 2 
(Score board에 기 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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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단계 교사 

What' s the score? 

Who is leading? 

Now the last game. 

It is OX game. 

Listen carefully. 

Who is the winner? 

Congratulations! 
Now is the time for 

summmg up. 

Please get the handout 2. 

You'll find interesting I 

학생 

모둠 별로 OX 문 

제를 푼다. 

준비물 

|만화를 보면서 중 
pictures. I ~ _~ - ，~~-: '~~， IHandout 2 

、 |요한 어구와 문장 
Your friend ‘장미 빛 ’ drewl ~ -. .' _~ _. .- -!OHP 

|을 정리해 본다. 
them. I 

IYou have to fill in the Consolidation I 
(10') Iblanks with the help of the 

Pictures , 

Well, our time is almost up.1숙제를 하기 위한 

Y our homework is 토끼구름Ihandout 3 ，4를 받IHandout 3,4 

and word puzzle. !는다. 
OK. Thank you aIl for 

doing your best. Our time 
I Good-bye. 

is up. Have a nice day. 

Good-b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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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High School English Teaching Plan 

Points for this period 

Leaming Objectives 

I Teacher Teaching Aids I ‘ ) 

IStudents 

The invitation to the Cherry Blossom 

Festival - Chinhae 
1.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story about Chinhae. 

2.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story about Chinhae. 

3. Students c없 talk about the order of the 

story. 

4. Students can draw up in order the 

materials about Chinhae. 

5. Students can answer the questions about 

Cherrv Blossom Festival in Chinhae. 
교재， 학습 지도안， Projector, PC, 

수준별 그룹 학습지， 수준별 개별 평가지 
노트， 필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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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단계 

도입 

학습 내용 

1. Greetings and Roll call. 
2. 본시 목표 확인 및 동기 유발: 
본 시간에 학습할 학습목표를 학생 

들에게 소개， 확인시켜 학생들이 오 

늘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 목표를 

학습 활동 

확실히 알게 한다 IT/S: 인사 
T: Minsu. Have you ever 

been to Chinhae? 
S: Yes, 1 have. 
T: What’s it famous for? 
S: The Naval Academy 
T: T어ay， we're going to study 

English with this video tape. 
In this tape, Pamela is going 
to invite you 머1 to the cherη 

blossom festival in Chinhae. 
T: Do you know the meaning of 

cherry blossom? 
S: Yes, that means ‘벚꽃’ m 

Korean. 
T: You ’re right. OK. Let’s looklT: 

at today ’s learning points. 
컴퓨터에 

학습 자료 
1. Students can listen and I 구동 및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l 설 명 

story about Chinhae. IS: 대 형 스크 
2. Students can read and I 린 을 통해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l 화면 을 보 

story about Chinahe. I 면 서 학습 

3. Students can 떼k about thel 목표 인지 
order of the story. 

4. Students can draw up in 
order the materials about 

Chinhae. 
5. Students can answer the 

questions about cherry 

blossom festival in Chinhae. 
T: Pamela is waiting for us. 

Let’s go. 

학습 자료 |시간 

Computer, 
암ojector， 

자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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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단계| 학습 내용 학습 활동 학습 자료 |시간 

3. Look and Understand 
T: Look at the screen and listen 
carefully. (Video를 통하여 Explore 
Korea 중 진해의 벚꽃 축제에 대 
한 내용을 보면서 대강의 내용을 
이해한다.) 
4. S리f Study (1) 
T: Can you understand thislT: Video 작동 

story? I 
S: ... - IS: 시청 
T: If you read this material, you 

can understand it entirely. Get 
this paper and start individual 
study. 

VTR, 

LCD 

(수준별 학습지를 나누어 가진다.) 
CDPamela: Wow, it is so beau디ful 
here. Right now, 1 am in 
Chinhae. And Chinhae during this 
time of the year is famous for its 
naval port festival. Right no‘w 1 
am riding on the street with the 
cherry blossom tunnel in thelS: 수준별 

Projector 

개별 
naval academy. So, why don ’t 
you join me? Let ’s go. 
(2)p: Hi. How are you? 

전 개 I - Cadet: Pilsung 1 Welcome to the 
Naval Academy. 
p: Wow. Thanks. And you 
know you look so sharp. Do 
you think 1 look like you? 

C: All right. Come this way. IT: 
p: Pilsung. so, how do 1 look? 

In the clothes, 1 feel like 1 
becoming a sailor. 

학습지 학습 

도움을 요청 

하는 학생을 

도와줌 I개별 학습지 
C: It looks Q:reat. In these 

clothes, do 응~~--~a-;;t t~--g~IS: 문장을 일 고 
see the warship? 

p: A warship? Yeah, sounds 
greatl 

C: Let ’s go. 
@P: Wow, it looks strange. Is 

this the warship you ’re talking 
about that we’re going to ride 
in? 

C: Yeah. That is it. It ’s better 
than you imagine. 

p: 1 guess so. 
C: Let’ s get inside. 
p: Sure. 
C: Wow. You know it is better 

than 1 had imagined. 

의미 파악을 

한다. 질문이 

있으면 일차 

로 조별 도 

우미를 활용.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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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단계| 학습 내용 | 학습 활동 
@This turtle ship is the first 
ironclad ship of the world made 
about 밍o years ago by Admiral 
Yi, Sun Shin. At that time, it is 
said that foreign invasion was 
protected by this ship and a great 
VlctOry was won. 
p: Wow. What is this? 
C: That' s notes. 
p: Ah, that' s for changing 

directions. How many men do 
you have to ".? 

C: About 4 to 5. 
p: Only one of me tough. Right? 

This is a great ship. 
C: Let ’ s be a team over here. 

Ready, 1,2,3. We could start a 
war this way. 

(5)Chinhae is a naval port that 
has inherited the spirit of Admir머 
Yi, Sun-Shin and it is the center 
of the navy. People still try to 
make efforts to keep the spirit 
with long history and tradition. 
p: As you see behind me, and 

hear behind me. This is the 
highlight of the ceremony. 1’d 
really like to get in there and 
check it out. 

The Cherry Blossom Festival 
originated from the commemorating 
ceremonies keeping the spirit of 
Admiral Yi, Sun-shin. It started 
in 1963. The festival is 10 days 
from early April everγ year, when 
cherry blossoms are in full bloom. 
During the festival, you can enjoy 
the beauty of chenγ blossoms 
and you can join the various 
cultural events. With its long 
history, the Cherry Blossom 
Festival has become one of the 
spring festivals that citizens and 
tourists are very interested in. 

학습 자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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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단계| 학습 내용 | 학습 활동 

전개 

@P: Sir, is it your first time to 

Chinhae? 

Foreigner: Yes. This is my first 
time here. 1 am really 
enJoymg l t. 

p: And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eremony? 

F: The ceremony is really neat. 
The parade was great. 1 really 
enjoyed the music. Blossoms 
are beautifu1. Foreigners should 
come here in April, definitely. 

p: Do you have any other 
festivals that are similar to 
this? 

F: Not really. Not with the 
cherry blossoms, and 머1. 1 
think this is really unique. 

CVAnother point of interest is kite 
flying. 

p: R이1 over a bit, like this. Roll 
over a bit. It is so high up. 1 
don ’t even know if you can 
look up high at how it is. Y ou 
should check this out ..... it’ s 
not as easy as it 1。이{s. This 
way .... 
Kite flying was used as a 
communication method during 
the war for the army. Now, 
it’s a traditional game that 
many people enjoy. As night 
falls, the beautiful cherry 
blossoms of Chinhae are in 
magnificent bloom. 

T: Now, everyone. Read and 
understand your paper.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difficult 
sentences, you can ask your 
group' s helper. 

학습 자료 l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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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단계| 학습 내용 | 학습 활동 
41차시에 전문 학습을 한 학생 
을 중심으로 개별 학습지를 가 
지고 학습을 한다. (개인이 학습 
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전문 학습 학생에게 물어가며 
학습할 수 있다. 상위 그룹 도 
우미는 하위 그룹에 와서 도와 
주기도 한다.) 
*교사는 하위 그룹 학생들의 자리 
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을 대답해 주며 수업을 이끌어 간다. 

학습 자료 |시간 

10’ 
5. Group Study 
T: Now, everyone, talk together 
and draw up in order your paper. 
If you finish your work, raise 
your hands. 
개별 학습으로 이해된 문장을 가지 
고 조별 협력 학습을 한다. 
@개별 학습된 서로의 내용올 전달 
하면서 각 문장을 VTR에서 본 내 
용과 순서가 맞도록 서로 의논하며 
배열한다. 
@조장은 배열된 문장의 번호를 적 
고 앞에 나와서 답을 체크한다. 
@답이 틀혔을 경우 다시 한번 협 
의하여 정정하도록 한다. 
@답이 맞으면 형성 평가지를 가지 
고 들어가서 조원이 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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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 
3. Explain the turtle ship. ( 거 북선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The turtle ship is the first 
ironclad ship of the world made 
about 500 years ago by Admiral 
Yi, Sun Shin. It is said that 
foreign invasion was protected by 
this ship and a great victory was 
won.) 
4. When did the Cherry Blossom 
Festival start? (벚 꽃 축제 는 언 제 
시작되었나?) 

(It staπed in 1963.) 
5. Say the origin of Cherrγ 

Blossom Festival. (벚꽃 축제의 유 
래를 설명하시오.) 

(It αi밍na때 from the comrmroratiIlg 

ceremonies keeping the spirit of 
Admiral Yi, Sun Shin. The 
festival is 10 days from early 
April every year, when cherry 
blossoms are in full bloom.) 
6. During the war, what ’ s the 
role of kites? (전쟁 중 연의 역할 
은?) 

(Kite flying was used as a 
communication method during the 
war.) 
7. What is the most difficult 
sentence in your paper? 
(학습지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 
장은?) 

7. Look and Understand (2) 

학습 활동 

T: Now, everyone. Look at the 
screen and listen carefullv. Thisl y. .L lU;:)IT: Video 작동 
time most of you can betterl 

IS: 시청 understand what Pamela says. 1 

(비디오를 다시 시청하며 내용 듣 

기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 

학습 자료 |시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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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 

8. Assignment 

T: Can you understand 

script? 

S: 

T: Don’t forget the homework. 

Please sent your repoπ by this 

weekend using Nicenet. 

*조별 학습 과제를 Nicenet에 올 

리도록 하고， 숙제를 하는 도중에 

발생 하는 의 문 사항은 Nicenet을 

통하여 질문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학습 활동 

T/S: 인사 
9. Greetìngs 

- I(컴퓨터 화면 T: Well. time ìs UD. I 

See you next week. Bye-bye.1종 료) 

학습 자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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