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교육 협동과정 

송 가 영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지도 교수  Sonya N. Martin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교육 협동과정 전공 

송 가 영 

 

송가영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2월 

 

 

위 원 장        김    호    정     (인) 

부위원장        주    혜    은     (인) 

위    원       Sonya N. Martin     (인)



 

 

초    록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새로운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다. 교육 전반에서 맥

락으로 제공되고, 학생들 생활의 다양한 국면에서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기존 교과 내에서의 관

련성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적용을 고민해왔다. 이에 사회, 실과, 과학, 도덕 

등의 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교과서 속에

서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영어 교과는 통합의 가능성이 있고,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핵심 개념과 영어 교과의 소재와 관련성이 높음을 밝힌 연구도 있으

나, 기존 연구들에서 구체적인 실행의 방안이 다뤄진 바가 없다. 영어과 교

육과정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과 관련된 소재들이 제시되어 있

으나, 실제 교과서에 반영되는 정도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영어 교과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효과

적인 학습 교재로서 그림책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현 2015 개

정 영어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한 수업을 제시하

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이 반영된 영어교육은 영어 학습의 측면

에서도 효과적이다. 많은 연구자들은(Gillam, Gillam, & Reece, 2012; Shrum 

& Glisan, 2016; Torun, 2008; Walz, 1989) 사회의 흐름과 중요한 이슈가 맥

락으로 제시되는 언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소재를 도입하는 것은 UN이 결의했

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의 한 방향이자, 언어 학습에도 효과적인 방안

이 될 것이다.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육에서, 영어 학습을 

위해 실제로 학습한 표현을 사용할 실제적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점을 생각해볼 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맥락이 영어교육에 반영될 여지

는 충분하며 타당하다.  

두 가지의 융합이 그림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눈높

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좋은 그림책에는 



 

 

어린이 존재의 특성과 세계가2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Crandall, 1987; 

JinSeok, 1999; Littlewood, 1986; 김정이, 2015; 이효진, 김찬국, & 김기대, 

2013; 전가일, 2014). 더 나아가 학생들의 생활과 심리가 반영된 그림책의 

인물, 사건과 배경은 학생들의 삶 속에서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실천되거나 

고려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색채와 흥미

로운 이야기, 초등 수준에서의 쉬운 영어표현은 학생들의 심리적인 장벽을 

낮춰주고, 영어 학습의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모든 영어 그림책이 지속가능성을 학습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영어 그림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

해 어떤 그림책을 선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속가능성을 고

민할 수 있게 하는 맥락과 기회를 제공하는지, 학생들의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어줄 적정 수준의 언어표현, 흥미로운 그림과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림책 선정 기준의 개발은 교사들로 하여금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현실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EFL상황에 있는 나

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는 데에 새로운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영

어 수업을 접목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강구하였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나 소재를 고려한 것은 기존 교육과정 안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서다.  

과학이나 사회과목의 교과 교육을 위해 그림책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에

서 선정 기준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 환경교육의 실천방안으로, 혹은 생태 

교육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그림책을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하여 지속가능발

전교육을 위한 선정 기준 개발의 시사점을 얻었다. 영어교육의 측면에서도 

그림책 활용을 다룬 여러 연구를 통해 영어 학습 교재로서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추출하였다.  

개발된 선정 기준은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평가를 통하여 수정한 후, 

그림책의 평가에 적용시켜 통합수업에 적합한 그림책들을 선정하고 수업 활

용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 때, 그림책을 활용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학생들을 위한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수업 

구성의 틀로서 SIOP(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 모형을 소

개하여 내용 중심 교수법의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영어교육이 어우

러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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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새로운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을 생

태학적 존재로서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교육과 정책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다(Sterling, 2008). Bonnett(2003)은 지속가능성이 '마음의 틀(a frame 

of mind)'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조우진(2012)은 '지속가능발전교

육 렌즈(ESD Len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ns)'라는 표현

을 통해, 어떤 상황과 대상을 바라볼 때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SD(Sustainable Development) 관

련 주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학습자 비율'을 조사하며, '지속가능성을 인식의 

틀로 가지고 있는 학습자의 비율' 또한 평가 지표로 두고 있다(이선경 외, 

2010). 학생들의 학습 활동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관점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관점의 전환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 전반의 원리로서 적

용되었을 때 효과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유네스코(UNESCO, 2005)와 독일, 

영국과 호주의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단일 교과를 뛰어넘는 

교육 전반의 원리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김은정, 2013).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은 생태적 문제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 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

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모든 교과 교육에 적용되어, 인

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생태학적 관점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는 의문

이다. 2010년 DESD(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중

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 전반의 원리로 모

든 교과에 적용되기 보다는, 중·고등학교 '환경'교과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

다. 환경교과가 없는 초등 교육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고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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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양한 범교과 주제 중 일부로 지속가능발전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모

든 교과 교육과정 상에 지속가능발전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된 바 

있지만(김호석, 2011), 실제 교육과정 상에는 전 교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

다.  

이선경 외(2006)의 연구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물었을 때에, 70.3%의 교사들이 '교과목 수업'이

라 답하였으며, 재량활동 시간은 6.5%로 매우 낮았다. 하지만 실제 실행 형

태는 재량활동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교과활동에서 실행하는 

경우는 환경교육학회 소속 교사의 경우를 제외하면 매우 낮았다(이선경 외, 

2010). 이는 실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교과 수업에 적용되어야 하지

만, 재량활동에서 별도의 수업으로 구성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회성 

수업으로 그치기 쉬운 재량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이 행해지는 것

보다, 일상의 교과 수업 속에서 스며들어 실행될 때에 효과는 더 높을 것이

다.  

특히 영어 교과의 경우, 다루는 소재가 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양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UNESCO, 2005)을 적용하여 

학습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김호석, 최석진, & 강상규(2011)의 연구에서도 

'2011년 개정 영어교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핵심 개념의 관련 상황'에서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들이 모두 영어과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관련'

이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표시하여, 영어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일상의 장면들 속에

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영어를 학습하게 된

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도, 영어교육도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영어 수업에 실천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비

한 실정이다. 물론 교과 교육 내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그마저도 과학, 사회 및 실과 교과에 집중되

어 있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 가능한 교과를 축소하여 바라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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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선경(2006)의 연구에 따르

면, 응답 교사 중 87%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것은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2010년 DESD 중간 평가에서도 '초·중등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행의 어려움'을 묻는 설문에서 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 부족'을 여전히 어려움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이선경 외, 

2010).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이 꾸준한 교사 연수

를 받는 것과 동시에,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

구의 개발이 절실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한낱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

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영어 수업 속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교 현

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에도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영어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영

어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속가능성 학습을 가능하게 

할 그림책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에 흥미를 보이고 그 안에 담긴 개념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하지만, 

모든 그림책이 이러한 학습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도 담으면서, 영어 학습의 활용도 가능한 그림책을 선정한다면 효과적

인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개발하고, 그 활용의 실제를 예시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의 교재로서 그림책은 어떤 기준

으로 선정할 수 있는가?  

2.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의 교재로서 그림책은 어떻게 활

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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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한 영어 수업에서, 교재로 활용할 

영어 그림책을 선정하는 평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

었다. 첫째,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개발하는 단계와 다음으로 개발한 영

어 그림책 선정 기준으로 평가의 예시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평

가한 결과를 활용한 수업에의 적용단계이다. 각 단계별 구체적 연구 방법 

및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１>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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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 개발하기 

영어 그림책 선정과 관련된 연구 논문, 관련 문헌 등을 조사하여 선정 

기준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영어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

이거나, 생태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영

역을 잘 융합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그림책을 선정하고자 하므로, 영어교육의 측면과 생

태 및 환경교육에서 활용하는 기준을 모두 참고하였다. 따라서 영어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 기준을 연구한 논문과, 생태 및 환경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 기준을 연구한 논문, 또한 교과 교육에 그림책을 활용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제시한 연구를 토대로 그림책 선정 기준 항목을 추출하였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행하였다. 환경교육, 아동문학, 영어교육의 전문가 8

인 패널을 구성하여 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개발한 선정 기준은 패널의 의

견을 받아 세부 항목에 대한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 2단계: 선정 기준 통한 평가 예시 제시하기 

개발된 선정 기준을 활용하여 그림책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

는지를 제시하기 위해 그림책 49권을 분석하였다. 선정 기준을 활용한 평가

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전체

적인 영어 그림책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지 않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위한 실제적 활용 방안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주제와 부합하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평가의 예시를 제시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때의 평가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각 영역의 전문가들에

게 평가를 받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로서의 평가는 

환경교육 전공자들의 의견을 통해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 영

어 지도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영어 학습 교재로서의 평가 기준을 활용하

여 그림책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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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평가 결과 활용한 수업 적용방법 제시하기 

 선정된 그림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전략을 정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영어교육의 학

습 목표 모두 달성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수업 계획을 위

해 SIOP(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초등 영어교육을 다룬 문헌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두 영역 접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수업 교재로서 

그림책을 다룬 선행 연구를 조사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로서, 영어교육 

교재로서의 그림책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 수업에서의 지속가능발

전교육을 접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내용중심교수법에 관한 연구도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의 교재로서 그림책이 

가진 가능성과 실제 활용 방법을 파악하였다.  

 

제 1 절 지속가능발전교육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펴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

mon Future)'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은 널리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

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

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제시된 이후로, 유엔 총회는 지속가능발전을 

교육 분야에서 지원하는 안을 제시하고 연구하였다. 2002년 UN총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동력으로 교육을 주목했고, 이를 강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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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 DESD: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선포하였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이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의미한다(UNESCO, 2005).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교육

과 학습의 모든 측면을 지속가능발전의 이념, 가치, 실제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개인이 인도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경제적으로 성장가

능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치, 능력, 지식, 

기능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한다(UNESCO, 2005). 또한, 

유네스코가 DESD 중간 검토를 위해 Wals(2009)의 집필을 통해 발간한『지

속가능발전교육: 맥락과 구조의 검토』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

성의 근간이 되는 이상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학습과정이며, 모든 수준과 

형태의 교육과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지속가능발전은 삶의 전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주제이다. 따

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의 일상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학

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쟁점 및 주제들을 일상에 적용

하고, 자신의 행동과 실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이 삶의 전 영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교과에 국한시켜 다룰 수 없으므로 각 교과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는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를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교육과정에

서는 지속가능발전이 범교과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음

에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으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질 수 있는지, 다

루어져야 하는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범교과 영역에 속해 있는 주제들

이 많아,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교과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이선경, 2005).  



8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구분이 각기 다르기 때

문에, 여러 관점에서 핵심 내용을 규정한 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지속가능발

전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학습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태윤 & 성정희(2007) 연구와 홍승표 & 남영숙(2008)의 연구, 

박순용(2011)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호주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내용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１>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내용(박태윤 & 성정희, 2007) 

사회적 관점 환경적 관점 경제적 관점 

인권 
평화·안전 

통일 
문화다양성 
사회정의 
건강·식품 

거버넌스·시민참여 
양성 평등 

소양(매체, ICT) 
세계화·국제적 책임 

자연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지속가능한 촌락·도시 

재해 예방·감소 
교통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지속가능성 

시장 경제 
빈부격차 완화 

 

 박태윤 & 성정희(2007)는 그의 저서에서 2005년부터 시작된 UN 지

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

opment)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내용을 제시하였다. 이것

은 의제21 또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제로 언급된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표 1>

과 같다. 홍승표 & 남영숙(2008)은 박태윤과 성정희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

체적인 내용 선택 기준을 개발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２>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영역 분석 준거(홍승표 & 남영숙, 2008) 

관점 핵심 내용 내용 선택 기준 

환경적 
지속  

가능성 

(1)자연자원 
물, 대기, 토양, 광물, 식물, 동물, 자연경관, 자연자원 

보전 등 

(2)에너지 에너지 종류,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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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이상 기후 등 

(4)생물 다양성 
생태계 평형, 멸종위기 생물, 생물 종의 다양성, 생물 

보전 등 

(5)환경 문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공해, 폐기물 문

제, 환경보호 등 

(6)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지속가능한 농업, 친환경 농산물 등 

(7)지속가능한  
촌락∙도시 

도시화, 도시 인구집중, 촌락의 고령화, 주거 환경 개
선, 도․농간의 격차 해소 등 

(8)재해 예방∙감소 재해의 종류 및 재해의 원인과 대책 등 

(9)교통 교통 공해, 교통안전, 환경친화적인 교통 등 

경제적 
지속  

가능성 

(10)지속가능한 생산
과 소비 

환경 친화적인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자 행동, 자원순
환형 폐기물 관리 등 

(11)기업의  
지속가능성 

건전한 기업 윤리, 기업의 책임과 책무 등 

(12)시장 경제 
시장 경제 이해와 시장 경제 활동, 지속가능한 상거래

와 판매 등 

(13)빈부 격차 완화 빈부 격차 완화 방안, 사회 보장 활동 등 

사회적 
지속  

가능성 

(14)인권 인간 존중, 인격 존중, 인간의 권리 등 

(15)평화, 안전 비폭력 이해, 비폭력 활동, 대화와 타협, 안전 교육 등 

(16)통일 
분단 현실과 북한에 대한 이해, 남북 화해, 남북한 교

류 협력, 평화 통일 등 

(17)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상호간의 이해 등 

(18)사회 정의 올바른 사회적 윤리, 사회정의 구현, 공정한 법집행 등 

(19)건강, 식품 
운동 및 보건 교육, 질병 예방 및 치료, 비만, 약물, 흡

연, 음주, 에이즈 문제, 식품 안전 문제 등 

(20)거버넌스,  
시민참여 

지방, 국가, 국제 차원의 거버넌스,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열린 토론, 시민의 참여활동 등 

(21)양성평등 성 차별 문제, 양성 평등 문제 및 이해 등 

(22)소양(매체, ICT) 정보통신 윤리 교육, 매체 소양 등 

(23)세계화,  
국제적 책임 

세계화의 이해, 세계화의 문제점, 국제적 해결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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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발간한 박순용(2011)의 연구에서는 한

국 실정에 맞는 ESD의 실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 시점 우리나라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포함'하는 한국형 ESD 평

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내용 영역을 환경, 사회, 경제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각 주제에 해당하는 국내형 ESD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아래

는 각 영역에 담긴 ESD 주제들이다.  

(1) 사회 영역: 인권존중, 성평등, 다문화 이해, 갈등 해결, 민주시민 양

성, 평화 증진, 국제 이해, 자원활동, 지역문화전수, 교육복지 

(2) 경제 영역: 공정거래, 빈곤퇴치와 국제개발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

임, 책임소비 

(3) 환경영역: 녹색성장, 친환경에너지, 탄소배출 감소, 쓰레기와 자원재

활용,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재해예방 

 

하지만 같은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에서도 다른 내용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영역이 체계화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10월의 '한국형 ESD 평가 

지표 연구'(박순용, 2011)에서 위의 목록과 같이 평가 지표를 마련한 것과는 

달리, 2011년 12월 '학교 교육과정 ESD 강화방안 연구'(김호석 외, 2011)에

서는 <표 1>의 박태윤과 성정희(2007)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분류를 활

용하여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사용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국내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체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

고 학자들마다의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성화 & 최돈형(2013)의 연구

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교육과정 속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요소를 분석하는 도구로, 최돈형, 

조성화, 안재정, 홍현진, & 정국초(2011)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영역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Fien(2002)의 TLSF(Teaching and Learning for 

Sustainable Future) 자료의 구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

만 TLSF에서도 밝히듯, 그 10가지 구분은 '다양한 교육과정 주제들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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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하기 위해 나열한 쟁점 10가지였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박태윤의 연구와 '한국형' ESD 

지표라는 박순용의 2011년 10월의 연구의 분류기준을 참고하되, 호주의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영역(Government, 2005)을 참고하고자 하였다. 지속

가능발전교육에 있어서 호주는 많은 고민과 현장에서의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Government, 2009; 김은정, 2013), 그들이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많은 시

사점을 던져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표 3>은 호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교육 내용이다.  

 

<표 ３> 호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Government, 2005)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정치적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서식지 

환경 수용력 
보존 

생태학적 발자국 
생태학 

생태적 공간 
생태계 

생물 종간 평등 
자원 순환계 

기본적인 필요 
문화적 다양성 

문화 유산 
인권 

세대간 평등 
참여 
평화 

위험 관리 
사회 정의 

손익 분석 
경제적 발전 
생태 효율성 

생활주기 분석 
자연적 자본 

자연적 자원계산 
안정된 국가경제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 

트리플 버틈 라인① 

시민권 
민주주의 
의사결정 

관용 
권력 
존중 

갈등 해결 

 

호주의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

리나라의 학습 내용 구분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호주의 교육과정

에서는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영역은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

고 있다. 반면, 호주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과 주제를 '생태학적', '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트리플 버틈 라인(Triple Bottom Line): 기업 이익, 환경 지속성, 사회적 책

임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기업 실적을 측정하는 비즈니스 원칙(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참조; https://global.britannica.com/topic/sustainability) 



12 

 

(Government, 2005). 호주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정치적 지속가능성'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포함하고 있다. 호주에서 정치적 

지속가능성에서 목록화한 '민주주의', '관용', '갈등해결' 등은 홍승표와 남영숙

의 핵심내용 구분에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포함되어 있다. 국내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영역을 구분한 연구들과 호주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표 4>를 통해 세부적인 차이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４>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영역 구분 비교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영역 구분 비교 

박태윤 외, 2007  
홍승표 외, 2008 

박순용, 2011 호주 교육과정, 2005 

환
경
적

 

관
점 

자연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지속가능한 촌락·도시 

재해 예방·감소 
교통 

환
경
영
역 

녹색성장 
친환경에너지 
탄소배출 감소 
쓰레기 처리와 
자원 재활용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재해예방 

생
태
적 
지
속
가
능
성 

생물다양성 
서식지 

환경 수용력 
보존 

생태학적 발자국 
생태학 

생태적 공간 
생태계 

생물 종간 평등 
자원 순환계 

사
회
적

 

관
점 

인권 
평화·안전 

통일 
문화다양성 
사회정의 
건강·식품 

거버넌스·시민참여 
양성 평등 

소양(매체, ICT) 
세계화·국제적 책임 

사
회 
영
역 

인권존중 
성평등 

다문화이해 
갈등해결 

민주시민양성 
평화증진 
국제이해 
자원활동 

지역문화전수 
사회복지 
교육복지 

사
회
적 

지
속
가
능
성 

기본적인 필요 
문화적 다양성 

문화 유산 
인권 

세대간 평등 
참여 
평화 

위험 관리 
사회 정의 

경
제
적

 

관
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지속가능성 

시장 경제 
빈부격차 완화 

경
제
영
역 

공정거래 
빈곤퇴치와  

국제개발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소비 

경
제
적 

지
속 
가
능
성 

손익 분석 
경제적 발전 
생태 효율성 

생활주기 분석 
자연적 자본 

자연적 자원계산 
안정된 국가경제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 
트리플 버틈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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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적 

지
속 
가
능
성 

시민권 
민주주의 
의사결정 

관용 
권력 
존중 

갈등 해결 

 

호주와 국내 연구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영역을 비교해보았을 

때 특이한 점은, 호주에서 '생태학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박태윤 

& 성정희(2007)와 홍승표 & 남영숙(2008)의 연구에서는 '환경적'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포함된 개념들

은 생태계 자체의 특성과 우리가 특히 고려해야 할 생태학적 개념들을 포함

시키고 있다. 특히 '환경 수용력(Carrying capacity)'이나 '생태학적 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 '생물 종간 평등(Interspecies equity)'은 우리나라 환경

적 지속가능성 구분에서 언급되지 않은 개념들이다. 

호주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의 개념과, 인간 활동 중심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한다. 자연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서 좀 더 인간 중심적 활동이 포함되

어 있는 개념들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 짓고 있다. 호주의 교육과정

에서는 '자연 자본', '지속가능한 소비'나 '지속가능한 생산'과 같은 개념은 '경

제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박태윤 & 성정희

(2007)와 홍승표 & 남영숙(2008)의 구분에서는 '자연 자본'과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환경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지속가능한 생산

과 소비'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고 있어 개념 구분에 모호함이 있

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연구들과 호주 교육과정 사이에서 환경을 바

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태윤 외(2007)과 홍

승표 외(2008)의 연구에서 표현하는 '자연 자본'이라는 개념에는, 자연을 자

본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인간이 자본 축적에 활용하기 위한 수

단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최병두, 2009)을 '환경적'이라고 서술하는 것에

서 우리가 이해하는 생태학적 인식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생태주의가 '자유와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오직 인간을 고려하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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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 생태계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송명규, 2004)이라 할 

때, 인간과 인간이 아닌 종(non-human)의 형평성까지 개념으로 언급하는 

호주의 교육과정상의 관점이 좀 더 생태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식량

의 생산은 인간의 경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환경'이 아닌, 인간중심적 시각에서 '환경'을 

보는 관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존 국내 연구의 '

환경적 지속가능성' 대신, 호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내용을 포함하는 영

역으로 <표 5>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인간 중심적 시각

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중심에 둔 관점을 가질 때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５>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영역의 재구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서식지 

환경 수용력 
보존 

생태학적 발자국 
생태학 

생태적 공간 
생태계 

생물 종간 평등 

인권 
평화·안전 

통일 
문화다양성 
사회정의 
건강·식품 

거버넌스·시민참여 
양성 평등 

소양(매체, ICT) 
세계화·국제적 책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지속가능성 

시장 경제 
빈부격차 완화 

 

한편, 사회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 영역의 경우, 우리 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제가 많아 박태윤 & 성정희(2007)의 연구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

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할 때에는 국제동향과 요구를 고려하되, 한국

적 특수 상황을 반영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이

선경 외, 2005). 빈부 격차가 심한 우리 나라에서 '빈곤 퇴치'나 '빈부 격차 

완화'와 같은 주제들은 중요한 주제이나,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포함되지 않

았다. '통일'과 같은 주제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황이 반영된 것이므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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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 교육과정에서의 경

제적 영역의 개념들은 초등 수준에서 다소 어려운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손익 분석'이나 '생활 주기 분석'과 같은 개념은 초등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준의 조절과 우리 나라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사

회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은 기존의 연구 내용을 적용하였다.  

 

제 2 절 초등 영어교육 
 

1. 초등 영어과 교육의 목표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는 영어

를 학습할 때에 모국어의 습득처럼 영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환경의 제약이 

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운 언어를 학교 밖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EFL 상황의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영어를 

학습하기 위해, 학교가 충분한 자극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된

다. 이해 가능한 자극에 충분히 노출될 때 언어 학습의 효과는 향상되기 때

문이다(S. Krashen, 198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영어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

고 있다.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

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위 목표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

신감을 기르는 것', '친숙한 일상생활 주제에 관해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

을' 하는 것, '영어 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제시

하고 있다(교육부, 2015).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의 목표로 '영어 학습에 흥미와 자신감'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이야기할 때

에,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원, 2005; 조재희, 2014). 입시를 위한 공부가 강조되는 때에 아이들은 

언어 학습을 통하여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본래의 외국어 교육의 

취지를 잃은 지 오래이고, 갈수록 높아가는 사교육 열풍에 더 낮은 연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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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높은 수준의 영어실력을 쌓아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남미숙, 

2010; 오준일, 2011). 학생들은 영어를 즐겁게 배우기보다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공부하고 있으며, 이것은 영어 학습이 가져오는 본질적인 의의와 

학습과정의 즐거움을 빼앗았다(조재희, 2014). 따라서 초등 수준의 영어 학

습에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함순애, 2015). 

또한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의 밀접한 연결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계 있는 

학습 내용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기 때문이다

(Frey & Fisher, 2010; Keller, 1987; Palmer, 2007). 하지만 실제 교실에서 영

어 학습자들은 의미 있는 경험과 학습과 동떨어진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J. J. Echevarria, Vogt, & Short, 2013). 학습한 언어를 활용할 

실제적인 맥락을 제시해주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요인이 되

므로, 효과적인 영어 학습과 실제적인 활용을 위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

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초등 영어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

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다(박약

우, 2004). 언어는 하나의 문화이며, 사회를 보여주는 표상이다(Durham, 

1980; Halliday, 1978; Kramsch, 1995). 언어를 학습하면서 학생들은 타국의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생활상에 노출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영어 학습을 통

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타국의 문화와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간접적

으로 학습하며,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Bennett, 2011). 그러므로, 영어교육을 통해

서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문화간 차이를 알고, 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Lange & Paige, 2003; 권영

환 & 고지영, 2011).   

  

2. 초등 영어과 교육의 소재 

영어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래로, 초등 영어과 교육의 소재는 

각 교육과정마다 조금씩 변화했다. 6차 교육과정(1995. 11)부터 시작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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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초창기에는 자세한 소재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큰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쳤다. 6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친숙한 소재', 또한 '주제와 상황, 과업을 고려하

여 소재를 선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발전 학습이 가능하도록 소재를 선

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큰 방향을 제시하여 자율적 소재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들이 활용가능하고 효과적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1997년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교육부(1997)는 초등 영어교육의 

세부 소재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친

숙한 일반적인 화제와 일상 생활을 중심으로 총 17개의 소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환경과 관련된 '환경 보전'으로 표현된 소재도 등장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에 대한 인식 향상을 목표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고

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서, '봉사', '협동정신'과 함께 언급되었다. 

이것은 7차 교육과정의 2006년도 부분 수정 때에도, 2008년도에 개정 고시

된 외국어과 교육과정에도 변화 없이 같은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소 미흡한 영어교육과정의 

소재 서술은, 2011년 8월 고시된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긍정적으

로 변화하였다. <표 6>을 보면 2009 개정에서 현 시대의 실제 사회 문제들

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히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환경보전에 관한 내용을 따로 서술하면서 주요

한 이슈들을 직접 제시하였다.  

 

<표 ６> 2008, 2009.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소재 비교 

순 2008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2009,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1 개인생활에 관한 내용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

한 내용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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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운동 등 여가 선

용에 관한 내용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동·식물 또는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7 
동·식물 또는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

에 관한 내용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

통 방식에 관한 내용 

8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

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내용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에 관한 내용 

9 
타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
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되는 내용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10 
다양한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1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공중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책임감 

등에 관한 내용 

12 
공중도덕, 예절,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환경 문제, 자원과 에너지 문제, 기후 변

화 등 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 

13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문학, 예술 등 심미적 심성을 기르고 창
의력,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14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
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

에 관한 내용 

15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

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진로 문제, 직업, 노동 등 개인 복지 증진

에 관한 내용 

16 
근로, 진로 문제 등 개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민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

을 고취하는 내용 

17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
주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

용 
애국심, 평화, 안보 및 통일에 관한 내용 

18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

움이 되는 내용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수학, 과학, 교통,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일반교양

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9 
애국심, 통일 및 안보 의식 함양에 도움

이 되는 내용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술 분야

의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 

 

이와 더불어 '인구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는 사회의 변

화와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기술한 것으로, 영어 학

습의 소재로 현 사회의 이슈나 맥락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학생

들이 살고 있는 현 사회에서 시급하게 관심이 촉구되는 기후 변화, 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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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문제는 물론,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 세계 시민의식의 고취와 같

은 주제는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과정에 소재로 직접 제시

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한 수업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변화된 소재 목록은 2015 개정 초등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되었다. 기본적으로 개인생활과 가정생활, 학교생

활과 사회생활 등 비교적 폭넓은 실생활 관련 소재들이 소개되었다.  

 

제 3 절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초등 영어교육 
 

1.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교과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새로운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패

러다임의 전환이다. Bonnett(2003)은 지속가능성이 정책으로서 인식되는 것

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의 틀(a frame of mind)'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은 인류가 직면한 생태적 

문제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UNESCO(2005)와 독일, 영국과 호주의 교육(김은정, 2013)에서 강

조하듯,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성이 포괄하는 여러 분야의 주제를, 여

러 가지 과목들의 연계를 통해 실행해야 한다(김호석 외, 2011).  

일찍이 환경교육을 강조해온 독일에서는 1970년 후반에 환경교육이 단

순히 하나의 교과가 아닌, 모든 교과 수업에서의 수업 원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978년 독일과 주변국가에서 환경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한 회

의에서, 환경교육을 모든 수업교과의 교수안과 지침에서 수업원리로 명시할 

것을 결의하였고, 교과 교수안들을 조정하여 개별교과를 넘어서는 환경교육

이 중점교과들을 통해 실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김은정, 2013). 

영국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으로 기존 교과목에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주제를 접목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영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인 

「미래 구하기(Securing the future)」(Defra, 2005)에서 기존 교육과정의 교

과목 내에서 지속가능발전 주제를 접목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내

용을 재검토하여 환경, 사회, 경제의 각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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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들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원리, 지식, 기능, 가치관을 교육에 포

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이 단순히 기존 교육과정

에 새로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전

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의 전환이 중요한 것임을 의미한다(김은정, 2013). 

호주는 학제간 통합교육(cross-curriculum) 주제의 3개 중 하나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ility)'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에 포

함시켰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은 모든 학습 영역을 가로지르며 통합되어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호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연합

(Australian Education for Sustainability)'이 발표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과 호주 교육과정 프로젝트(Efs and the Australia Curriculum project)' 보고

서에서는 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을 자세

하게 소개하여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있다(Alliance, 2014).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개개의 교과 또는 내용 영역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교육 전체의 지향으로 삼아야 하며, 학교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학교 전체 수준의 프로젝트가 장려될 필요가 있다 

(이선경, 2013).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 전반의 원리로서 채택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2005년 대통령

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전문가 워크숍, 자문회의에서 교육 전체의 지향으로

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DESD 중간 보고서의 현황에서 지적하듯,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 전반의 원리로 모든 교과에 적용되기 보다는, 중·

고등학교 '환경'교과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교과가 없는 초등 교육

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융합이 쉬운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반영

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육과정 내의 선언에 그치거나 교과서에 직접적

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그 방안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표 7>과 

같이 이루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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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７> 초등학생 교과 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 

연도 연구자 대상 과목 연구제목 

2008 김영희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인간과 공간'영역
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9 
이상원 
이지형 

초등학교 
5,6학년 

과학, 
국어, 
사회, 
실과, 
도덕, 

통합 교과적 접근을 통한 초등학교 녹색교
육 내용 개발 방안 

2010 
김재진 
이상원 

초등학교 
5학년 

실과 
실과 콘텐츠를 적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2010 
류영주 
최지연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실과의 지

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2010 
정하림 
정남용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e-PBL 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소양에 미치는 영향 

2010 
한상희 
이상원 

초등학교 
3학년 

실과 
로하스적 생활방식을 적용한 환경교육 프
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2010 
백자경 
이상원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식생활 중심으로 한 초등학생  

녹색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2010 
남기주 
이상원 

초등학교 
5학년 

실과 
구조중심 협동학습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 

2011 박주연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초등학교 3,4학년 미술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2013 정남용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현을 위

한 초등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2013 최지연 
초등학교 
전 학년 

과학, 
도덕, 
사회, 
실과, 
통합
교과 

초등학생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
램 개발 

2014 김지선 
초등학교 

5학년 

국어, 
도덕, 
미술, 
실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초등설치미술 지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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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 제시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교과 교육에 적용시키기 위한 연

구들을 보면, 통합이 시도된 과목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로 

실과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제

시되었고, 사회나 과학, 도덕, 미술, 국어 등의 과목들로 통합한 수업의 예들

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실과, 사회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위에 제시

된 과목들 이외의 과목들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과정에서도, 연구에서도 제시되지 못하였다.  

  

2. 초등 영어교육에 적용의 필요성 

초등 영어 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

은 놀라운 일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일상 생활과의 연관성과 영어의 수

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에, 학습의 소재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이 

반영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이 

반영된 영어교육은 학습주제 면에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영어 학습의 측면

에서 효과적이다. Walz(1989), Torun(2008), Gillam 외(2012)와 Shrum & 

Glisan(2016)등 많은 연구자들은 맥락이 반영된 언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사회의 흐름과 중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언어 학습은 학

생들에게 실제 언어 생활에서 활용할 표현들과 용어에 익숙하게 해주고, 사

용되는 개념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학습의 소

재를 제시하는 것은 UN이 결의했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의 한 방향이

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 상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 사항을 담기 

위해 정책면에서 노력한 바 있다. 교육부, 환경부는 2006년 10월 국무회의

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이 실행방안에는 2002년의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에서 합의하여 작성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ESD 5개년 추진계획이 포함되었다. 여기엔 교육 프로

그램의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실

화 및 교육확대'를 지적하였다. 교육과정 내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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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 영어교육에 적용 가능성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초등 영어교육 모두 실생활의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육 내용은 생활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

루어져있다. 학문의 세계이기 전에, 생활의 문제로 접근하여 학습할 소재들

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그러하듯, 초등 영어교육 또

한 실생활을 바탕으로 한 소재로 이루어진다. 교육부(2015)에서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소재를 소개하면서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

로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도록 권

장하고 있다.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소재 중에는 지속가능성과 좀 더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소재들이 있다. 김호석 외(2011)의 연구에서 2009년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 핵심 개념 관련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영역을 사회·정치·문화적 관점, 환경적 관점, 경

제적 관점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개념들을 뽑은 뒤, 개념과 각 과목 교

육과정에서의 관련성을 3개 척도(매우 밀접한 관련 있음, 밀접한 관련 있음, 

어느 정도 관련 있음)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소개한 2009년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 핵심 개념 관련 상황 예시를 보면, 지속가능

발전 핵심 개념과 영어과는 폭넓게 관련성이 있으나, 그 중 특히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개념은 '문화다양성', '양성평등', '세계화·국제적 책임', '기

후변화', '환경문제' 등이 있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영어교육의 통합은 높은 가능성이 있으나,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영어교과에서 실천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영어교육이 입

시 제도에 매몰되어 때문이며, 교육청 관계자나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교육 전반의 원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선경, 2013). 초등 

영어 학습이 생활 속에서의 소재들을 가지고 외국인과 기초적인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상위 학년에서의 입시를 위한 준비의 성격을 띠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접목은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 및 

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 및 의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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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영어를 지속가능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로 확장시킬 시도나 기회가 

희박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몇 가지 주요 주제들이 교육

과정 상에 소개되었을 뿐, 실제 교과서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을 초래하였

다. <표 8>에서처럼 주형미(2012)는 영어 교과서 분석을 통해, 영어 교과서

에서 사용되는 소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발췌한 아래 표

에서 상위 3가지 소재는 교과서마다 사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반해, '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 생활 등 일상생활 이해', '다양한 문

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문화적 차이',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와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의식 고취'의 소재들은 교

과서에 반영된 비율이 현격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８> 영어 교과서에 적용된 소재 비율(주형미, 2012)② 

소재 A B C 계 비율(%) 

가정 생활과 의식주 . 5 4 9 11.54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 7 4 1 12 15.38 

주변의 사회 생활과 대인 관계 6 4 7 17 21.79 

타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 이해 

1 . . 1 1.28 

다양한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문화적 차이  . . 0 .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 . 1 2 3 3.85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의식 고취 

. . . 0 .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교과서 상에서 잘 다루어 지지 않았던 지속가

능한 발전이 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다룰 수 있는 소재로 '환경문제, 자

원과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등 환경보전에 관한 내용'과 '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민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

는 내용',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림책의 예를 선정하고자 한다.  

                                            
② A, B, C는 3·4학년 초등학교 검정 영어 교과서 3종에 해당한다. 각기 다른 

출판사의 검정 교과서임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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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교재로서 그림책 

학습 불안을 줄이고 유의미한 경험의 잠재적 관련성을 늘

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텍스트와 활

동을 제시하는 것이다(Crandall, 1987). 

 

그림책은 오랫동안 유아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다. 글이 적고 그림이 

많다는 특징 때문에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 있는 유아를 위한 책으로 인식되

었고, 그 외의 독자는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근래의 여러 연

구들은 그림책이 나이를 불문한 언어 및 학습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현지인들이 읽는 영어 그림책은,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실제 언어를 쉽게 전달해준다는 장점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책은 언어교육에서뿐만 아니라, 교과내용의 학습을 돕는 매체로 주

목 받고 있다. 국어는 물론 수학과 과학 그리고 생태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림책은 학습의 교재로서 활용될 가능성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Elia, van den 

Heuvel‐Panhuizen, & Georgiou, 2010; Monhardt & Monhardt, 2006; 

Shatzer, 2008; 박태연, 2007; 이명자, 2004; 이서빈, 2010; 이효진, 김기대, 

& 김찬국, 2012; 전일우, 김영숙, 이혜원, & 황윤세, 2008; 홍선아, 2013). 

이에 선행연구들을 통해 영어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그림책이 어떤 가능성을 

지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재로서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새롭게 밝히고자 한다.  

 

 

1. 초등 영어 교재로서 그림책이 갖는 가능성 

"교과서 146쪽을 펼치고, 첫번째 파트를 읽으세요"는  

그들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배우는 것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Open our textbooks to page 146 and read the first 

section"doesn't do justice to students who love to learn about 

the world around them(Fisher & Fre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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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어 교과서는 언어 재료와 소재가 부자연스럽고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성수(2002)는 영어 교과서가 

ESL/EFL(English as a Second Language/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안되고 부자연스러운 언어로 구성되고 있음을 지적하였

다. 실제적인 언어가 아니므로 의사소통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제한된 

언어 표현의 입력을 위한 기계적인 훈련으로 인해 학습 흥미도 떨어뜨린다

는 것이다. 주형미(2012)도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검정 교과서의 단점으로 

'대화 구성이 단조롭고 내용이 너무 단순하여 실제 생활에 쓰이는 표현과 거

리감이 있는 문장들이 많으며 흥미도가 학습자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어 교과서의 제한적이고 인위적인 상황 설정이라는 단점은, 영어 그

림책을 초등 영어 수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림책에는 학

습을 위해 인위적으로 모아놓은 대화 구문이 아닌,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 

맥락(authentic situation for language) 속에 해당 언어 사용자들의 사용하는 

언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Brumfit & Carter, 1986; 이완기, 2000). 영미 아

동 문학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심미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보다는, 일상 생활

에서 자주 쓰이는 실용적이고 관용적이며 구어적인 표현이 풍부하게 제시되

고 있다. 언어가 사용되는 실제 맥락의 제시 또한 부자연스럽게 조성되지 

않은, 실질적이고 다양한 상황들의 묘사 속에서 등장하므로 학생들은 자연

스럽게 단어와 문장의 용례를 익힐 수 있다(Brumfit & Carter, 1986; 

Littlewood, 1986; 박성수, 2002). 

문학작품을 통한 언어교육은 언어의 규칙에 대한 지식과 의사소통을 위

해 활용되는 지식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Erkaya, 2005; 

McKay, 1982). 문학작품 속에서 제시되는 단어들이 확장된 사용법을 제시

해주기 때문이다(Lazar, 1993; Povey, 1967; 어도선, 2009). 특히, 문학작품

은 목표어가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EFL 환경에서는 '의미 있는 

입력(Comprehensible Input)'의 풍부한 자원이 될 수 있다(Pugh, 1989; 

Wright, 1997). 풍부한 입력에 노출되는 가운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언어의 

규칙과 의사소통에 활용되는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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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D. Krashen(1982)은 '유창성(fluency)'이 의미를 향해 갈 때 습득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구조를 습득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제2언어의 구

조는 문법을 가르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입력을 많이 제

공하여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영어 그림

책을 활용한다면, 언어의 규칙과 문장의 형태를 문법적인 지식의 제공을 통

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입력을 통한 의미 추론 과정으로 자연스

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어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단어와 문장의 학습을 촉진

한다(Cho & Krashen, 1994; McGill-Franzen, Lanford, & Adams, 2002). 글

로만 쓰여진 문학작품과는 달리,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동시에 제시된다. 학

생들은 영어 유창성이 떨어지더라도 적절한 시각적 자료와 텍스트의 보조를 

활용하여 어떤 이슈에 관한 새로운 단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림책의 삽화

는 새로운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독자가 스스로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새로운 단어와 문장의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 삽화를 통해 시각적 정보가 

함께 제시되면, 단어의 의미 파악이 더 쉬워지며, 이야기 내용을 인지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Keene & Zimmermann, 1997; Kooy & Chiu, 

1998; Tanenhaus, Spivey-Knowlton, Eberhard, & Sedivy, 1995; 이완기, 

2000). 따라서 언어적 정보가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시되는 그림책은 언어 

학습의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영어 그림책의 활용은 문화적 맥락을 제공하여 학생들은 '맥락화

된 학습(contextualized learning)'을 가능하게 한다 영어 그림책은 영어 교과

서에서처럼 외국의 문화에 관한 요소를 제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단편적인 

상황을 구성하지 않는다. 하나의 짜임새 있는 이야기 속에서 화자가 속한 

문화적 배경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야기에는 다양한 문화와 사회, 다양

한 종류의 인간들이 묘사되고,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

나 문화, 인간관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폭넓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Brumfit & Carter, 1986; Littlewood, 1986; McKay, 1982; 전은실, 2006).  

문학작품을 통해 외국의 문화를 접한 학생들은, 문학작품 속 화자의 시

점에서 감정을 이입하여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고, 이야기에 담긴 그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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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좋은 그림책의 경우 텍스트와 그림

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자들이 지적이고 감정적으로 더 깊이 몰입하게 하는

데(C. S. Huck & Kuhn, 1968), 동화의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통해 

언어가 포함하는 문화적 측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Oster, 1989). 

이렇게 그림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이미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학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Abulhaija, 1987; Galda & Beach, 2001; Kooy & Chiu, 1998; McKay, 

1982).  

 

<표 ９>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 수업의 효과를 밝힌 연구 

연구자 연구 내용 

권경민(2000) 영어 동화 활용이 읽기 능력과 태도에 효과가 있음을 제시. 

이은영(2002)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영어 동화를 초등학교 5학년에게 적용한 결과 영
어 수업에 대한 흥미, 관심, 자신감, 영어 읽기 능력 신장에도 효과가 

있었고, 많은 어휘 학습이 가능함을 밝힘. 

좌승희(2002) 
영어 동화를 활용한 활동이 아동의 영어 읽기 능력에 향상을 주며, 흥
미와 자신감, 영어 환경에 대한 관심, 영어 읽기 태도에도 효과가 있

음을 보임. 

황선희(2002)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읽기 교육은 영어 읽기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읽기교육에서 다양한 자

기 주도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힘. 

송영미(2003) 
영어 동화를 활용한 언어형식지도를 통해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말하기, 읽기, 영어 학습 태도 및 흥미도, 자신감, 문법의 정확성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냄. 

주향란(2003) 
영어 동화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결과 영어 흥미도, 학습 참

여도, 자신감에서 실험반이 전체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임. 

정신애(2005) 
영어 그림책을 활용했을 때, 영어 흥미도와 수업 참여도가 높고 영어

능력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힘. 

강영아(2006) 
영어 그림 동화책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언어적 지식을 습득하고 정서
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풍부한 간접 경

험이 가능함을 밝힘. 

조윤경(2006) 
동화를 통한 언어지도는 유의미한 상황 속에서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지속시켜줌을 보여줌. 

박혜민(2014) 

영어 그림책을 통해 학생들이 어휘 익히기, 영어 말하기, 영미 문화의 
사례 등을 자연스럽게 익힘을 밝힘. 또래집단과 함께 그림책보기를 즐
기며, 반복해서 읽어주는 활동에도 새로운 반응을 보임. 저학년도 흥

미롭게 받아들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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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 이세
운(2013) 

그림동화책의 삽화를 활용한 예측 활동을 통해 텍스트 이해의 발판을 
마련함. 전개될 이야기를 예측함. 어려운 표현의 의미를 예측하는 과

정에서 자신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영어에 대한 흥
미 및 자신감 향상, 적극적으로 예측 활동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힘. 

정은주(2014) 
초등영어교육에서 그림책을 활용하였을 때 의사소통능력에 향상이 있
었음을 보여줌. 읽기에 대한 즐거움, 실생활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는 맥락에서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이 있음을 밝힘. 

 

<표 9>와 같이, 초등 영어교과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 수업의 효

과를 밝힌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 수업

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 자신감 등의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음은 많은 연구(권경민, 2000; 김혜리, 2014; 박혜민, 2014; 송영미, 

2003; 정신애, 2005; 정은주, 2014; 조윤경, 2006; 좌승희, 2002; 주향란, 

2003; 황성희, 2002)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영어 그

림책의 활용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

역에서도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로서 그림책이 갖는 가능성 

문학작품은 그 자체로 내용 영역이면서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Literature is itself a content area and  

a way to know the world(K. G. Short, 1997).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그림책이 효과적인 이유는, 학생들은 그림책을 통

해 자신의 삶의 모습과 더불어 새로운 삶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

다. 문학작품이 다루는 주제는 아이들의 현실 세계를 반영해주는 거울이자,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이다(C. Huck, 1990; K. G. Short, 

1997).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이 책에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함과 동시에, 새

로운 경험을 책에서 발견한다. 문학의 한 갈래로서 그림책 속의 이야기 상

황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학생들의 경험과 관련된 

상상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John T. Guthrie(1996)에 따르면, 아이들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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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물체나 사건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을 설명하고 싶어하

는 기본적인 욕구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림책을 통해서 학생

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은 그림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활 속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접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

해 다시 생각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

다. Reid, Payne, & Cutter‐Mackenzie(2010)는 어린이 문학작품들이 환경문

화적 관계에 대한 지배적인 문화적 텍스트나 그림 등에 반대하거나 찬성하

는 식의 대화를 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존 생활과 현 세

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과 더 나은 삶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은 지속가

능발전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책은 이를 위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그림책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맥락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림책은 독자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욕구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문학작품은 독자를 감정이입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리, 

2014). Livo & Rietz(1986)가 지적한 것처럼, 이야기는 사고, 정보와 아이디

어의 1차적인 조직자이며,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으로부터 어

떠한 정서를 경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 토의하

면서 행동의 변화가 가능해진다.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상상과 공감은 학

생들에게 변화하려는 욕구를 심어줄 것이다. 

또한 그림책이 개념 학습에 효과적인 자료이므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텍스트에서의 상호작용은 언어적인 영역과 개념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McKay, 1982). 언어적 학습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내

용이 내포하는 개념의 학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수학이

나 과학 등의 교과의 개념학습에서 그림책을 통한 효과와 활용의 가능성은 

알려져 왔다(Mckee & Ogle, 2005; Monhardt & Monhardt, 2006; Shat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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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윤정희 & 나귀옥, 2006; 이서빈, 2010; 전일우 외, 2008; 홍선아, 

2013).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핵심 개념들이 그림책을 통해 학습

될 수 있다. 학생들은 그림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학습하면서, 사전에 알고 

있는 개념과 연관 짓고, 문학적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지

속가능성의 개념들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제 5 절 내용중심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1. 내용중심교수법 

내용중심교수법은 학문적 내용의 학습과 제2언어 기술을 동시에 가르치

는 것을 의미한다(Brinton, Snow, & Wesche, 2003). 내용중심교수법은 구체

적인 언어 학습보다는 특정 과목의 내용 학습을 통한 언어 학습을 목표로 

한다. 즉, 수학, 과학, 역사 등의 교과 내용을 외국어로 수업함으로써 학습자

들의 교과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교수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인 언어 교육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언어의 형

태나 계열성보다는 주제나 내용과 훨씬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외국어는 

학습자와 상관관계가 있는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내용중심 

교수법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언어

의 구조, 형식, 규칙, 기능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유의

미한 목적(meaningful purpose)'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면서 배우게 하는 데

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Brown 외, 1994).  

<그림 2>에서처럼 Met(1999)은 내용중심교수법의 내용과 언어의 통합 

비중에 따라 6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순서

대로, '완전 몰입(Total Immersion)', '부분 몰입(Partial Immersion)', '보호 교

수법(Sheltered courses)'과 '병존 모델(Adjunct Model)', '주제 중심 교수법

(Theme-Based courses)'과 '언어 사용을 위해 내용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

어 교실 모형(Language classes with frequent use of content for language 

practice)'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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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 내용을 토대로 한 언어교수: 내용과 언어 통합의 연속체(Met, 1999) 

 
 

내용중심교수법의 유형 중, 가장 내용 중심적인 유형은 '완전몰입(Total 

Immersion)' 모형이다. 완전 몰입 모형에서는 문법, 어휘, 구조 등을 명시적

으로 가르치는 언어 교육 없이, 내용 지식에 대한 교육만으로 외국어 습득

을 유도한다. 모국어로 행해지는 교과 영역의 내용 교수를 목표 언어로 시

행하므로, 도구로서의 언어 활용으로 외국어의 습득을 이끌어내는 언어 교

육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보호 모형(Sheltered courses)'은 내용 영역의 전문가에 의해 실행되었고, 

현지인들의 언어 생활로부터 분리되어왔던 제2언어 학습자를 '보호

(sheltered)'하기 위해 개발되었다(Dueñas, 2009). 보호 모형에서 교과 영역 

교사와 영어 교사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들은 둘 다 내용 영

역의 학습을 통한 언어적 성장을 계획해야 한다. 

'병존 모델(Adjunct model)'에서는 언어와 내용 영역의 통합이 좀 더 복

잡한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모델이 이미 존재하는 정규 과

목의 수업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내용 교수자는 학문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언어 교수자는 학문적 내용을 맥락 있는 언어 학습

을 위한 배경으로 활용하여 의사소통 기술을 강조한다.  

'주제 중심 교수법(Theme-based courses)'은 가장 유명하고 널리 활용되

는 CBI(Content-Based Instruction)의 전형이다. 언어 교육에 좀 더 강조점

이 있는 교수법이고, 내용 영역의 선정과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언어 교수자들은 수업의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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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제 중심 교수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Met(1999)의 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주제 중심 교수법은 '언어 중심

(language-driven)'쪽에 분포하고 있는데, 언어 사용을 위해 내용을 빈번하

게 사용하는 언어 교실 모형이 사실상 일반적인 언어 수업의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중심 교수법 중 언어 교육에 가장 큰 강조점이 가 있

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Dueñas, 2009). 

 

2. 내용중심교수법의 효과 

내용중심교수법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학문적 맥락을 제

공하고, 언어나 내용면에서의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

중심교수법에서 언어는 학습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교과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조직하고, 의미를 협상하는 도구이기도 하다(Butler, 2005). 목표 언

어와 의미 있는 내용이 수업에서 통합되면서, 목표언어는 학생들에게 학습 

대상이면서 동시에 특정 내용을 배우는 교수 언어가 되기 때문에 목표 언어

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속에 있게 된다(Dueñas, 2009). 

내용중심교수법은 EFL/ESL 환경에서 언어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주목 

받아왔다. 특히 '언어 습득(acquisition)'을 위해 '실제적(authentic)'이고 '의미 

있는 입력(meaningful Input)'을 강조한 S. D. Krashen(1982)의 이론은 내용

중심교수법을 더욱 뒷받침하였다. S. D. Krashen(1982)은 제 2언어 학습을 

위해서는 문법 중심이거나 반복적 학습 기반 학습이 아닌, 흥미롭고, 실제적

이고 실세계의 아이디어나 문제나 행동들을 다루는 텍스트나 활동이 제시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용 학습을 통해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은 언어 

자체의 반복적 학습이 아닌, 내용 이해를 위한 도구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의미 있게 활용될 것이다.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에

게 내용중심교수법을 통한 언어 학습은, 영어를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 활

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내용중심교수법이 문학작품과 연계되어 활용되었을 때, 내용을 배우면

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맥락(context)'이 문학작품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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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점에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rinton 외(2003)는 CBI와 문

학작품과의 연계된 수업의 장점으로 단어와 문법, 문단과 구조, 상호작용적

인 의사소통의 기술, 그리고 문체와 스타일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도선(2009)은 내용중심교수법은 영미 문학작품의 내용

과 연계한 언어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고 보다 '문맥화된

(contextualized)' 영어 사용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John T. 

Guthrie(1996); John T Guthrie 외(1998)는 교사가 문학작품과 내용 영역을 

통합시킨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독해력이 증가했고, 일반적으로 읽기에 대

한 동기가 높아졌고, 과학적 개념 이해와 문제 해결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설명한다. 

문학작품을 통한 내용중심교수법 활용 수업은 학생들의 감정이입을 야

기한다는 점에서 또한 효과적이다. 학습자의 감정이입이 일어날 수 있는 맥

락과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언어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tevick, 1996; 김은양 & 유제분, 2014). 학습자의 감정이입이나 텍스트와

의 상호작용을 자극하지 않는 의미 없는 '메마른' 어휘, 문장, 문법, 독해 중

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 학습을 통해 효과적인 학

습이 가능한 것이다(어도선, 2009). 현재 영어교과서에 제시하는 텍스트는 

단편적인 사실 중심이거나 학습 내용 제시를 위해 각색된 글이므로, 학생들

의 감정이입이나 정서를 유발시키기에는 서사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하다. 이

에 비해 적절한 영어 난이도와 삶의 다양한 모습을 재현하는 영미 문학 텍

스트는 학생들의 감정이입을 유도하여 학습에 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

여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교재가 될 수 있다.  

내용중심학습법을 하나의 모형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SI-

OP(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 모형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 경우 SIOP 모델을 활용하여, 내용언어통합 교수학습을 실행하고 있다(J. 

Echevarria, Vogt, & Short, 2004). SIOP 모델을 활용한 사례에 관한 연구는 

제2언어 학습자들이 내용언어통합 교수학습 모델을 통해 언어 유창성과 내

용이해 향상을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John T Guthrie, Schafer, & 

Hua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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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중심교수법(CBI) 활용 사례 

내용중심교수법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Crandall(1987)은 초등 수준에서 과학, 수학, 사회과에서 영어교육과 통합된 

수업의 교사와 연구자들의 에세이를 모아 소개하였다. 또한 Butler(2005)는 

EFL 환경에 있는 30개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의 CBI 수업을 관찰하여 효

과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 나라 영어교육에서도 내용중심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의 효과에 대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강후동 

& 강혜영, 2009; 김미희 & 나경희, 2010; 김정렬 & 고여림, 2008; 박석란 

& 이화자, 2000; 변경미, 2008; 이선아 & 문태혁, 2004; 이영란 & 고경석, 

2011; 조윤주, 2010; 허인선, 2004). 

내용중심법에 대한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실제현장에

서 내용중심교수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량이 중요

할 것이다. Butler(2005)는 EFL 환경에서 내용을 가르치는 교과 영역의 교사

와, 영어 교사 모두 각자 언어와 내용에 대한 일정 지식과 가르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교사의 선발과정에서 그러한 역량은 요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CBI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교과 영역의 교

사와 영어 교사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

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EFL 환경에서 CBI를 효과적으로 실행

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내용 통합을 위한 지식과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

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

은, CBI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싶은 교과 영역의 교사나,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실천하고자 하는 영어 교사에게 새로운 교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책이 주요한 수업 자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그

림책을 선정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할 것이다. 교사들은 수업에 활용할 적

절한 영어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해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그림책을 

탐색하고, 개발된 선정 기준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을 

위한 그림책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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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IOP 모델 

보호 교수 모형(SIOP: 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은 내

용 중심 교수 모형 가운데 하나로, J. Echevarria 외(2004)에 의해 개발되었

다. SIOP 모델은 수업에 참여한 교수자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현

재 SIOP 모델은 참여 교수자의 교수·학습 계획을 돕고, 효과적인 수업을 가

능하도록 돕는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강지혜, 2010).  

언어보호 모델(Sheltered Language Model)은 내용중심교수법 중 하나로, 

미국 내의 이민자 자녀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제2언어 환경에

서 교과내용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개발된 방법이다. 

교과 내용을 영어로 배우면서 내용과 영어 문식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

록 의도된 내용언어통합 교수학습 모델인 것이다(어도선, 2009). 이 모델에

서 교사는 특별한 교수 기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전에 쓸 수 있는 단어나 표현들을 미리 알려

준 후, 내용 수업을 진행한다. 제2언어 학습자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때까지 교과목 수업을 미룰 필요가 없으며, 학생들이 언어와 함께 교과 학

습 내용을 학습하므로 높은 학습 동기를 유도할 수 있다.  

SIOP 모델은 ESL이나 EFL환경의 영어교육에서 내용-언어 통합 학습의 

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SIOP 모델은 2012년까지 미국의 50여 개 주의 

100여 개 학교에서 시행되었고, ELLs(English language learners)이 있는 다

른 나라들에서도 적극 활용 중이다(정유남, 2012). Honigsfeld & 

Cohan(2008)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에게 SIOP 모델을 적용하고 수업을 구상

하도록 하여 그 효과와 영향을 파악하였다. 교사들은 협력적 활동을 통해 

SIOP 모델의 적용 방법을 고안하였고, 그 결과 교사들의 제2언어 학습과 관

련한 이해에 향상이 있었다. 또한 SIOP 모델을 통해 비계를 세우거나, 학생

들의 배경지식을 세워주고, 단어 발달을 돕고, 영어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증

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는 SIOP 모델의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내 ESL 환경의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모델이지만, EFL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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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Morales-Osorio, 2015). 

Song(2016)은 SIOP 모델이 EFL 상황에도 효과적이며, SIOP 모델의 활용을 

통해 교사들의 교수·학습 전략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SIOP 모델을 활용하여 언어와 내용면의 학습 효과를 관찰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Kang(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SIOP 모델을 기반

으로 한 내용·언어 통합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SIOP 모델을 적용한 

수업의 학생들은 내용 이해도와 말하기와 쓰기 실력에 향상이 있었다. 어도

선(2009)은 SIOP 모델을 기반으로 한 영미 문학 교육이, 초·중급 수준의 영

어 학습자와 영미문학 텍스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에게 모

두 효과가 있었으며, 언어와 내용 두 영역에서 모두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강지혜(2010)는 EFL 환경에서의 초등 6학년 학습자를 대

상으로, 영미 그림책을 활용한 SIOP 모델의 활용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

과 SIOP모델의 활용이 다문화 교육 내용과 학생들의 어휘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영어 학습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

음을 밝혔다.  

이처럼 SIOP 모델은 EFL 환경에 있는 학습자에게 내용의 학습과 더불

어 언어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창의성과 정의적 영역에서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그림책의 활용 수업에 있어 SIOP모델

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에 대한 학습과, 영어 학습의 효

과를 추구하고자 한다.  

SIOP 모델은 8개의 구성요소와 30개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래 

<표 10>에서는 Echevarria와 어도선이 정리한 SIOP 모델의 구체적인 각 단

계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J. Echevarria 외, 2004; 어도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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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１０> SIOP 모델의 구성요소와 특징(J. Echevarria 외, 2004; 어도선, 

2009) 

SIOP  
components 

30 features 

수업 준비 
(Lesson  

preparation) 

1. 내용 목표가 분명히 제시됨. 학생들에게 구두로, 적혀진 형태로 
제시됨 

2. 언어 목표가 분명히 제시됨. 학생들에게 구도로, 적혀진 형태로 
제시됨 

3. 내용의 개념이 학생들의 나이와, 교육적 배경 수준에 적절함 

4. 핵심 교육과정과 맥락화된 학습을 위해 보조 자료가 활용됨. 수업 
내용을 분명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보조자료가 제시됨(예, 실

물, 멀티미디어, 시각자료, 그림, 관련된 문학작품 등) 

5. 모든 수준의 학생들에게 수용 가능하도록 함(예, 도식, 개요, 수준
별 가이드) 

6. 개념의 학습과 의사소통 기술을 통합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제시
함.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제시됨 

배경 쌓기 
(Building 

Background) 

7. 학생들의 배경 경험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음 

8. 과거의 학습과 새로운 경험 사이를 이어줌 

9. 핵심 단어가 강조됨. 

이해 가능한  
입력

(Comprehensible 
Input) 

10. 학생들의 유창성 수준에 적합하게 교사의 발화가 이루어짐(발화 
속도, 발음, 단순화된 문장 구조) 

11. 학문적 과업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함 

12. 개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사용됨(예, 모델링, 
시각자료, 체험 활동, 시연, 제스쳐, 바디 랭귀지)  

전략  
(Strategies) 

13.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 전략들이 활용될 기회를 제공함 

14.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계를 세우는 전략이 꾸준히 사용
됨(예, 생각을 입 밖에 내어 말하기) 

15. 고차원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 또는 과업을 제시
함(예, 문자 그대로의,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질문)  

상호작용
(Interaction) 

16.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들 사이에서 수업 개념에 대한 풍부한 반
응을 유도하기 위한 상호작용과 토의의 기회를 빈번하게 제공함 

17. 수업의 언어적, 내용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도록 그룹을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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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학생들의 반응을 위해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해서 제공됨 

19. 학생들이 모국어로 핵심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풍부한 기
회가 제공됨(예, 동료나 모국어 텍스트의 도움) 

연습 및 적용 
(Practice 

/Application) 

20.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활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
작활동 및 체험활동을 제공함 

21. 학생들이 내용이나 언어 지식을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는 활동을 제공함 

22. 모든 의사소통 기술을 통합시키는 활동을 제공함 

수업 전달 
(Lesson  

Delivery) 

23. 수업이 내용 목표를 분명하게 지원함 

24. 수업이 언어 목표를 분명하게 지원함 

25. 학생들은 90~100% 정도의 참여도를 보임. 

26.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속도로 수업이 진행됨 

복습 및 평가 
(Review 

/Assessment) 

27. 핵심 단어에 대해 종합적인 복습이 이루어짐 

28.핵심 개념에 대한 종합적인 복습이 이루어짐 

29. 학생들의 산출(예, 언어, 내용, 과업)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이 
제공됨 

30. 수업 전체의 목표 달성과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함 
(예, 임의 추출 조사, 수업을 통한 그룹 반응 조사) 

 

SIOP 모델의 30개의 특성을 살펴보면, SIOP 모델의 장점과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우선 SIOP 모델은 내용 목표와 언어 목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 목표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두 가지 

영역의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므로, 학생들은 학습 대상과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영미 문학 텍스트처럼 교과의 내용이 

강한 흡입력을 가지는 경우, 학습자는 언어 학습에 대해 좀 더 강한 학습 

동기와 목적을 가지게 된다(어도선, 2009).  

학생들의 사전 경험과 배경지식은 학습의 출발점이 된다. 학생들은 새

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전 경험과 관련 개념들을 이미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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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참여하므로(John T Guthrie 외, 1996), SIOP 모델에서는 이 배경지식

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의 학습을 위한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강조한다. 텍스트와 학생들의 경험을 연결 짓는 것, 배경 

지식을 개발하는 것, 핵심 단어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와 성과에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다.  

J. J. Echevarria 외(2013)에 따르면, 교사의 설명이 보조자료를 통해 좀 

더 분명해질 때, 학생들은 사전의 배경 지식과 연결 짓기 쉬워진다고 한다. 

그는 배경지식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1) 소리 내어 읽기(Read aloud):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기사, 연극, 그

림책이나 DVD, 인터넷 영상을 활용하여 배경지식을 형성하는 방법.  

(2) Digital Jumpstarts: 보조적인 도움이 더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작은 그룹의 학생들에게 개념과 단어 학습 과정을 먼저 가르치는 방법. 

(3) The insert Method: 텍스트를 읽는 와중에 체크, 물음표, 느낌표, 플

러스 마크 등을 삽입하여 선개념을 확인하고 토의하는 방법.  

(4) 짝꿍과 예비 테스트: 영어 학습자들이 하여금 수업의 정리부에서 

평가할 단어나 개념을 미리 보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5) 단어 구름: 단어 빈도에 따라 단어를 모으는 Wordle 사이트를 활용

하여, 시각적이고 언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6) Word sorts: 교사는 내용과 관련 있는 단어나 구문을 제시하고, 학

생들이 단어의 의미나 구조의 유사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7) 핵심 단어의 맥락화: SIOP 교사들은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

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몇 가지 주요 단어를 강조한다. 교사들은 이 용어들

이 수업의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작은 그룹에서 읽고, 이해하지 못

한 단어에서 멈추고, 예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다. 다른 방법

은 새로운 단어를 소개하면서 문장 속에서 단어의 뜻을 끼워 넣는 방법이다

(ex. The migratory birds, which flew in a group from one place to another 

in autumn, stayed near our lake for several days before flying on.). 

(8) 단어 개별적 모음 전략(Vocabulary Self-Collection Strategy):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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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내용의 이해에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단어를 모으고, 알고 싶은 단어

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단어와 텍스트 이해를 향상시키는 방법.  

(9) 단어 벽(Word wall): 내용과 관련 있는 단어들을 알파벳 순서대로 

포스터나 포켓 차트를 활용하여 나열하고, 학생들이 쓰기나 말하기 할 때에 

그 단어들을 자주 활용하도록 격려하는 방법.  

(10) 네 코너 단어 차트: 단어 벽과 유사하나, 삽화나 정의, 단어가 포

함된 문장을 각각의 4코너에 제시하여, 단어 벽보다는 맥락과 근거를 더 많

이 제공하는 방법.  

(11) 개념 정의 지도: 심플한 그래픽이지만 복잡한 개념을 논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요약을 위한 사전 글쓰기 활동을 제공함. 몇 가

지 질문에 따라 개념을 그래픽으로 정리하는 방법. 

(12) 문장의 빈칸 채우기 활동: 학생들은 개념과 관련된 단어가 비워져 

있지만, 강하게 맥락화가 이루어진 문장을 읽고 개념 관련 단어를 추측하고, 

교사가 답을 제시하는 활동.  

(13) Word generation: 단어를 새로 배우거나 복습할 때 활용할 수 있

는 방법. 새로 제시된 내용 관련 단어의 어원이 되는 부분을 찾아 내가 아

는 단어 중에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들을 모으고,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유

추하는 방법.  

(14) 단어 학습 책(Word Study Books): 학생 스스로 자주 쓰이는 단어

와 개념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공책을 작성하는 방법. 단어들이 의미 중심으

로 정리된다면 내용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  

(15) 단어 게임: Pictionary game(그림을 그려서 어떤 단어인지 맞히는 

게임)이나 Scrabble(철자가 적힌 플라스틱 조각으로 단어를 만드는 게임), 

Crossword puzzle(십자말 풀이 게임) 등을 활용하는 방법. 

(16) 단어 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 새로운 단어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전혀 들어보

지 못함/ 보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슨 의미인지 모름/ 희미하게 의미를 

알고 있고, 텍스트의 문맥과 관련 지을 수 있음/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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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evarria 외(2013)는 영어 학습자들이 내용 학습에서도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의 개념과 관련되어 언어적 연습을 할 수 있는 활

동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의미 있는 활동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과 배울 것과 잘 연결되어 있으며, 학생들 현실에서의 삶과 관련되

어 있기 때문에 '실제(authentic)'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

였다. 

 배경지식의 설립과 더불어, SIOP 모델에서 강조하는 요소 중 하나는 '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이다.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근

거를 주기 위해 그림을 제시하는 것, 그 이상의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SIOP 모델에서는 개념과 언어를 이해 가능하도록 제공하기 위한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다.  

 

(1) 제스쳐, 바디 랭귀지, 그림, 발화와 동시에 연관된 물체를 사용하는 

것 

(2) 과제의 수행에서 모델을 제시하는 것 

(3) 최적의 학습을 위한 재료를 미리 보는 것: 사전 개념을 형성하고,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음. 

(4) 정보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표현할 때에 대안적인 표현을 허용하는 

것: 개념에 대한 이해를 쓰기나 말하기로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실제 수행

하는 것을 통해 언어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5) 멀티미디어나 다른 기술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 시각적으로 학습이 

보완되거나 모델링을 통한 학습을 가능하게 함. 

(6) 단어와 개념, 기술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 학습자들은 새로운 

영어 단어를 통해 개념을 학습하게 되므로, 새로 배우는 언어를 반복하여 

학습하는 훈련이 필요함.  

(7) 간결하게 제시할 것: 지시사항은 한 번에 하나씩 제시되어야 함.  

(8) 도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개념이 

새로운 언어로 학습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학습이 될 수 있음. 그래픽으로 

제시할 때, 새로운 정보와 개념은 더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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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9) 오디오 형태의 텍스트를 제시하는 것: 학생들에게 iPod이나 휴대폰

에 담아서 자주 듣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10)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방법: 느리게 듣거나 반복해서 듣는 연습이 

가능함. 

(11)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 이전에 학습할 내용이나 개념과 관련된 

짧은 영상을 제시하는 것: 학생들은 동료와 함께 영상에 대해 토의하고 주

제를 생각하고, 읽을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전략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교육을 할 때에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의 영미 문화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그림책을 

통하여 제시될 때에, 학생들이 느낄 부담감을 줄이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들이기 때문이다.  

 

 

제 3 장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 교재로서 그림책 선정 기준 개발 

 

 

이 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에서 영어 그림책을 언

어 학습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유용한 교재로 보고,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선정 기준 개발을 위해 선

행 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전문가 타당도 검토를 거쳤다. 또한 선정 기준을 

활용한 평가 예시를 제시하였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 기준의 신

뢰도를 확인하였다.  

 

제 1 절 선정 기준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고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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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물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들 중 문학작품으로서 그림

책을 평가한 연구에서, 어떤 기준을 활용하여 그림책을 평가하였는지 살펴

보았다. 또한 영어교육에서 그림책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찾고, 어떤 

그림책을 활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는지, 어떤 기준을 활용하여 그

림책을 선정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그림책을 활용

한 선행 연구는 없었으나, 환경교육을 위한 그림책 활용 연구는 있어 그 선

정 기준 또한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내용 학습의 효과 또한 추구하고 있으

므로, 교과학습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1) 그림책을 문학작품

으로서 평가할 때 필요한 기준을 세운 문헌, (2) 그림책을 영어교육 교재로 

활용할 때에 필요한 기준을 세운 문헌, (3)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주제 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때 필요한 기준을 연구한 문헌, (4) 

교과학습을 위해 그림책을 활용한 경우 필요한 기준을 도출한 문헌이다. 분

석한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표 １１> 그림책 선정 기준 개발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년도)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 동화 및 그림책 선정 기준 

Bauer(1977) 
문학성, 예술성,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교사의 이야기에 대한 흥미

도,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삽화 

Glazer(1981) 
높은 문학성, 예술성,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주의집중 시간

에 알맞은 이야기, 교사의 선호,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삽화 

Mckay(1982)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주제,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는 작품, 언어 수준이 적절한 작품 

Carter(1986) 
읽기 교육을 위한 문학작품 선정 기준 

; 언어적 영역, 내용적 영역 

Norton(1991) 

이야기와 일치하는 그림, 이야기의 배경과 줄거리, 분위기를 잘 표현
하는 그림, 등장인물의 특성을 강화시켜주는 그림, 전형적인 사고의 

틀과 성차별적 고정적인 관념이 없는 문장과 그림, 호소력 있는 이야
기, 어린이에게 가치 있는 주제, 흥미와 연령에 맞는 문체와 언어선

택, 문장과 그림, 형태와 인쇄술의 조화 

Ellis, Brewster, 
& 

Mohammed(199
1) 

언어, 심리, 문화적인 요소, 운율, 의성어, 억양이 따라 하기에 재미있
으면서도 발음향상에 도움을 주는 글, 자연스럽게 반복을 유도하는 

문형,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이야기, 언어
와 문화 학습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이야기, 다양한 언어활

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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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ar(1993)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 학생들의 언어 숙련도, 학생들의 문해력, 텍스

트의 길이, 학습 활동에 활용도, 교육과정에 적합성 

Geiger(1995) 

문학적 예술적 장점을 충족시키는 그림책, 학생들을 혼돈시키지 않으
면서 학습 내용과 관련된 그림책, 선행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학습 내용과 연결 짓는 그림책, 도서의 크기와 삽화의 크기, 만화적 

표현이 없는 그림책. 

Cameron(2001)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등장인물, 분명하지만 반전이 있는 플롯, 텍
스트와 함께 결합되어 이해되는 그림, 이야기에 내포되어 있는 건전

한 가치관과 태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의 순서와 구조, 대
화와 서술부분의 비율, 반복적 단어 및 어구 포함 여부, 새로운 언어 

표현 포함도, 이해를 돕는 문맥과 그림의 포함 여부 

이명신(2002) 

운율과 리듬감이 있고 문장이 반복되는 책, 전형적인 사고의 틀을 벗
어난 그림책, 글과 그림에 일관성이 있는 책, 풍부한 상상력이 담긴 

책, 줄거리가 단순한 책, 어린이 수준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체로 쓰인 
책, 작가의 특성이 느껴지는 책, 재질이 좋고 제본이 잘 된 책 

김영미(1999) 
학습자의 흥미도, 언어 능력도,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재미

있는 이야기와 그림, 교사가 좋아하는 책, 다른 교과와의 관련성 

배두본(1999) 
지적 충동을 주는 자료, 학습자의 지적 수준, 연령, 학습자의 자아 발
달 및 자기성장을 하게 하는 내용, 의사소통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자료, 

강영아(2006) 학습자의 필요, 흥미, 문화적 배경, 언어 수준 

변옥경(2009) 독서 능력 발달 단계,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 발달연령에 맞는 책 

연구자(년도) 교과 교육을 위한 동화 및 그림책 선정 기준 

Barrow & 
Saleisi(1982) 

과학 

과학의 과정 및 내용 포함 여부, 어린이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 행위에 초점을 둔 생생한 이야기, 유아의 경험과 흥미
에 초점을 둔 작품, 풍부한 대화가 있는 논리적인 이야기, 

적절한 책의 길이, 이야기와 일치하는 그림 

Hillman(1995) 과학 

이야기를 잘 설명하는 그림, 세부적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
하는 그림, 논리적인 구성과 잘 묘사된 성격, 의미를 효과적
으로 전달하는 글과 그림, 그림의 조형적인 특성이 전체적으
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독창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그림, 

고정관념이 포함되지 않은 글과 그림 

임영신(2002) 과학 

내용(목적 부합, 이해와 흥미에 적합, 호기심/탐구심 자극,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정확성과 실제성(과학 영역의 배경적 
지식, 사실과 개념의 정확한 제시), 주제(주제 포함 및 가
치), 줄거리(좋은 이야기인지. 몰입 가능성, 구조화된 이야
기), 삽화(사실적, 정확한 삽화, 사실과 개념을 강화하는 삽

화, 행동이 반영된 삽화) 

권난주 & 이미경
(2010) 

과학 
과학적 주제 포함 여부, 적당한 과학적 원리 포함 여부, 명

확한 삽화와 의도대로 활용가능한지 여부, 학생들 수준에 적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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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 
Lennon(2009) 

수학 

정확성(Accuracy), 시각적 언어적 호소력(Visual Verbal 
Appeal), 학생들의 경험과의 연결성(Connections), 학생들의 
수준에 호소력 있는 개념이 제시됨(Audience), 흥미로운 요

소(Wow factor) 

이경우, 홍혜경, 
신은주, & 진명

희(1997) 
수학 

일반적으로 좋은 그림책의 선정 기준에 맞는 그림책(문학적 
가치, 현실과 환상의 적절한 배합, 유아의 흥미, 삽화나 언어
적 표현의 심미적 가치), 유아에게 관련 있는 그림책 상황, 

수학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그림책 상황, 수학 활동을 
위한 조작활동이 가능한 물체가 제시되는 그림책, 수학적 개

념 탐색과 문제 상황을 제기하는 그림책 상황 

Marston(2010) 수학 

수학적 내용(수학적 맥락과 수학적 언어를 시각적으로 소개
하는 내용), 교육과정의 내용/정책/원리 관련성. 다른 교과와 
수학적 내용의 통합, 수학적 의미(실제적 맥락을 표현하는 

텍스트와 삽화), 수학 학습 촉진 가능성(동기 유발, 긍정적인 
태도 및 창의적인 지적 활동 촉진 가능성), 교육적 상황에 

적용 가능성(다양한 교육적 상황에 적용 가능함) 

연구자(년도) 생태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 기준 

Rule & 
Atkinson(1994) 

[환경적 메시지의 표현] 자연에 대한 감상(Nature appreciation), 자연
과의 상호관계(Interrelatedness of nature), 실제적인 생태 문제

(Realistic ecology problem), 해결에 대한 소망(Hope for a solution), 
해결을 위한 행위(Step for a solution) 

[텍스트와 삽화의 질] 긍정적 톤(Positive tone), 비전형적 묘사
(nonstereotypic portrayals), 적절한 삽화(Appropriate illustrations), 

이야기의 호소력(story appeal), 아동 발달적 수요에 대한 인식
(Developmental appropriateness) 

이효진(2013) 

문학작품으로서 그림책 분석 기준(적절한 스토리, 적절한 그림), 생태
철학적 분석 기준(생태학 지식, 기존 개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 새로
운 인식, 교화 탈피를 위해 쟁점과 딜레마 제시), 교육적 고려(적절한 

어휘와 문장) 

  

위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영어 그림책의 선정 기준을 크게 세 

영역, 즉, 문학작품으로 평가 영역과 ESD 내용에 관한 영역, 영어 교재로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단순히 영어교육이나 교과 

교육 한 가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필요

하였다. 따라서 '문학작품으로서 기준'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로서의 기준', 

'영어교육 교재로서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문학', '지속가능발전교

육', '영어교육' 각 영역의 선행 연구에서 고려한 영어 그림책 평가 기준들을 

분류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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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１２>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 

기준 기준의 내용 출처 

문학
작품
으로
서 
 

선정 
기준 

스토리의 
적절성 

재미와 호소력이 있는 소재나 
인물 등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

며 학습을 지속시킴 

Bauer(1977) 
Norton(1991) 
Ellis 외(1991) 

Rule & Atkinson(1994) 
김영미(1999) 
이명신(2002) 
강영아(2006) 
변옥경(2009) 
이효진(2013) 

그림의 
적절성 

텍스트를 강화 증대시키고, 풍
부한 상상력으로 호기심을 자

극함 

Bauer(1977) 
Glazer(1981) 
Norton(1991) 
Eliis 외(1991) 

Rule & Atkinson(1994) 
김영미(1999) 
이명신(2002) 
강영아(2006) 
이효진(2013) 

ESD 
교재
로서  

 
선정 
기준 

지속가능 
발전교육  

주제  
관련성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다루는 
주제가 배경, 인물, 사건에 포

함되어 있음, 
스토리와 그림을 통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

함 

Rule & Atkinson(1994) 
배두본(1999) 
이명신(2002) 
이효진(2013) 

메시지의 
전달방식의 

적절성 

스토리와 그림을 통해 직접적
이고 일방적으로 교화하지 않
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줌 

배두본(1999) 
이효진(2013) 

영어
교육 
교재
로서 

 
선정 
기준 

언어 수준
의 적절성 

초등학생 수준에 적절한 어휘
나 문장이 사용됨 

Mckay(1982) 
Norton(1991) 
Ellis 외(1991) 
김영미(1999) 
배두본(1999) 
이명신(2002) 
강영아(2006) 
변옥경(2009) 

실제 활용 
가능성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과 잘 
부합함 

타 교과와의 연계한 수업에서
의 활용이 가능함 

Ellis 외(1991) 
김영미(1999) 



48 

 

제 2 절 선정 기준 개발과 평가의 방법 

 

1. 선정 기준 개발 과정 

선행연구(표 12)를 기초로 제작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은, 기초 자료 

내용의 순서 조정, 겹치는 내용 통일. 용어 수정의 과정을 거쳐 재설정하였

다. 이렇게 개발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이 타당한지, 기준의 내용이 해당 

기준을 잘 설명하는지, 평가 결과는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전문가를 

통한 내용 타당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선정 기준 목록을 검토한 총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의 명단은 <표 13>과 같고, 검토지는 부록③에 제시하였

다. 

 

<표 １３>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 검토 패널 

순 전공과 분야 직책과 경력 

1 환경교육 전공 환경교육과 교수 

2 환경교육 전공 과학교육과 교수 

3 아동문학 전공 국어교육과 교수 

4 초등 영어교육 전공 영어교육과 교수 

5 초등 영어교육 전공 경력 26년 초등교사 

6 초등교육 및 아동문학 전공 경력 4년 초등교사 

7 초등교육 및 환경교육 전공 경력 8년 초등교사 

8 초등교육 및 환경교육 전공 경력 7년 초등교사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은 개발한 선정 기준에 

반영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5점 척도(매

우 적절, 적절, 보통, 부족, 매우 부족)를 3점 척도(상, 중, 하)로 수정하였다. 

그림책을 평가할 때에 매우 적절한 것과 적절한 것을 나누기 모호한 경우들

이 있다. 또한 어떤 영역의 경우, 부족한 것과 매우 부족한 정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교사들이 활용할 때에 이러한 선정 

                                            
③ 부록 1. 분석틀 타당도 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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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할 만큼,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것

으로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5점 척도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

제 활용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3점 척도로 구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점 척도의 평가 틀로 수정하였다. 

둘째, 세 영역 각각의 하위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 '문학작품으로서 선정 기준'의 하위 기준으로 스토리와 삽화에 대한 기

준이 있을 때에, 이 하위 기준을 어떤 경우에 매우 적절, 보통, 매우 부족으

로 평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실제 

평가를 도와줄 수 있는 더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이 더해진다면 영어 그림책

의 평가가 더 용이할 것이다. 교사들이 실제로 활용할 때를 고려하여 선정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하위 기준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셋째, 영어교육 교재로 적합한지를 묻는 선정 기준에서 교육과정과 잘 

연계될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주

기 위해, 영어과 교육과정의 요목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년별 성취기준을 보면서 교사들은 

해당 그림책을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떤 성취기준을 접목시

킬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연계 가능성을 묻는 선

정 기준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성취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영어교육 교재로서 선정 기준에 '의사소통 촉진의 가능성' 항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초기에 개발한 선정 기준은 '언어 수준의 적절

성', '실제 활용 가능성'과 더불어, '의사소통 촉진의 가능성' 또한 포함되어 있

었다. 선행 연구에 기초해 뽑은 항목이었지만, 전문가 의견에서 '수준이 적절

하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활용된다면, 의사소통의 촉진은 자연스럽게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평가하기에 모호하

고, 다른 두 하위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의사소통의 촉진이 이루어지는 것

으로 보아 하위 기준에서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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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된 선정 기준을 활용한 신뢰도 평가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선정 기준의 신뢰도를 재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을 활용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전문가들은 『Five 

Little Fiends』(Dyer, 2002)를 읽고 선정 기준을 활용하여 해당 그림책을 평

가하였다. 선정 기준으로 도서를 평가할 때, 평가자 간의 동의할 수 있는 결

과를 도출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

상으로 영어 그림책을 읽고 선정 기준을 활용한 평가를 통해 평가자간 합의

도(percent agreement)를 측정하여 선정 기준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Lombard, Snyder‐Duch, & Bracken, 2002).  

 

<표 １４> 평가의 타당도 검토를 위한 전문가 구성 

평가 
영역 

ESD 영역 평가자 영어교육 영역 평가자 문학 영역 평가자 

전문가 
구분 

환경교육  
전공 교사 

영어 지도  
경험 교사 

현직 초등교사 

인원 11명 11명 22명 

 

평가의 신뢰도를 위해, 평가자는 선정 기준의 각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

하였다.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에서는 환경

교육 전공자들이 평가하였으며, 영어교육 영역의 선정 기준은 영어 교과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였다. 문학 영역의 

선정 기준은 별도의 문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현직 초등 교사

를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개발한 선정 기준의 목적이 그림책

의 문학적 성취를 엄밀히 재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현장에서 학

습 자료로서의 활용을 위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직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학적 영역의 평가를 실시하여, 같은 영어 그림책을 보고 문학적 

가치를 비슷하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평가자 간의 합의는, 81%~100% 일치할 때 완전한(perfect) 합의가 이

루어졌다고 평가하며, 61~80%는 의미 있게(substantial) 합의된 것으로 해석

하고, 41~60%는 충분한(moderate) 정도의 합의가, 21~40%는 다소(fair), 



51 

 

0~20%는 거의 합의되지 못했거나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정도(none to slight)

로 해석한다(McHugh, 2012).  

 

제 3 절 선정 기준 개발과 평가의 결과 
 

1. 선정 기준 개발의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

다. ESD 내용에 관한 영역, 영어 교재로서 평가 영역과 문학작품으로서 평

가 영역이다. 각 해당 영역에 속한 세부 기준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１５> ESD 수업을 위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 개발 결과 

선정 기준 세부 기준 평점 평가 내용 

문학작품
으로서  
그림책  

선정 기준 

스토리의 
적절성 

5점 
재미나 호소력이 뛰어난  

인물이나 배경, 사건이 제시됨 

3점 
재미나 호소력이 있는  

인물이나 배경, 사건이 제시됨. 

1점 
재미나 호소력이 부족한  

인물이나 배경, 사건이 제시됨. 

그림의  
적절성 

5점 
텍스트를 강화, 보조, 증대시키고,  
풍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함. 

3점 텍스트를 보조하고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함. 

1점 그림이 텍스트와 어울리지 않음. 

지속가능
발전교육 
교재로서 
그림책  

선정 기준 

지속가능 
발전교육  
주제 관련

성 

5점 
지속가능성이 이야기의 중심주제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함. 

3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점 주제나 내용이 지속가능성과 연관성이 떨어짐. 

메시지  
전달방식의 

적절성 

5점 
주제가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점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교화하거나 교훈 전달식으로 전달됨. 

1점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지나친 과장이나 

왜곡을 이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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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교재로서 
그림책  

선정 기준 

언어 수준
의 적절성 

5점 초등 수준에 적합함. 

3점 초등 수준에 비해 조금 더 쉽거나 어려움. 

1점 초등 수준에 적합하지 않음. 

실제 활용  
가능성 

5점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잘 부합함. 

3점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적용 가능함. 

1점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음. 

 

1) 문학작품으로서 그림책 선정 기준 

양질의 문학작품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하나의 목표와 다른 교과 영역이거나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를 통해  

주제를 이어주는 실이 된다.  

The quality literature becomes the thread that weaves 

curriculum objectives from one objectives from one sub-

ject area or topic through other necessary components of 

the curriculum 

(Bosma 외, 1995:7).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매개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림책은, 그 자체로 문학

성을 지닌 문학작품이다. 단순히 어린이의 언어 학습을 돕거나 초기 독서 

지도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라, 문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좋은 문학작품이 학습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면, 문학적 경험과 학습의 질

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그림책이나 문학작품을 교과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문학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빠트리지 않는다

(Bauer. 1977; Glazer, 1981; Geiger, 1995; 임영신, 2002; 이경우 외, 1997; 

이효진, 2013).  

그림책의 문학적 가치 판단은 이야기와 그림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

다. Russel(1991)은 훌륭한 그림책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와 그림

으로 그림책의 구성요소를 나누고 각각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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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롯, 등장인물, 문체와 같은 아동문학적 요소가 이야기에 해당된다. 또한 

예술적 요소, 예술적 양식, 예술적 매개체 등의 예술성을 고려하는 것이 그

림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학작품으로서 그림책의 선정 기준의 하위 분

류 기준으로 스토리의 적절성과 그림의 적절성을 고려하였다. 

 

 (1) 스토리의 적절성 

아동문학 분야에서의 그림책 연구는 그림책의 문학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림책이 단순히 어린 아이들의 언어 학습용

이거나 흥미유발용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엄연한 장르로서 문학적 가치와 

심미적 아름다움이 있는 갈래로 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그림책을 

문학작품으로 감상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순위에 있지는 않지만, 문학적으

로 우수한 작품이 학생들에게 더 의미 있는 경험을 줄 것으로 보고, 문학 

영역의 선정 기준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2) 그림의 적절성 

그림책의 그림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

다. 그림책 속의 그림이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은 학

생들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를 돕는다(Keene 외, 1997; Tanenhaus 외, 

1995; 이완기, 2000). Heins(1987)는 그림책 속 그림의 중심적인 역할은 텍

스트를 묘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림책 속의 그림은 텍스트를 보조하며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림책 속 그림은 단순히 텍스트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

다. Nicholas(2007)는 그림책에서 그림이 하는 중요한 역할로 (1)배경을 설

정해주는 것, (2)등장인물의 성격을 정의하고 발전시키는 역할, (3)플롯의 확

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 (4)시각적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역

할, (5)독자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문화의 관점을 제시해주는 것을 지적하

였다.  

이처럼 좋은 그림책에서 그림은 텍스트를 반영하는 것 그 이상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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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텍스트만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의 전개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림

책의 그림은 텍스트에서 표현하지 않는 의미와 배경을 형성하고,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은자(2007)는 그림책 속 그림이 단순히 

글을 보완하거나 병행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림책 독자인 학생들은 그림을 읽으면서 복잡한 

인지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좋은 그림책을 통해서 그림을 읽어내는 능

력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Arizpe, 2004). 따라서 학생들에게 풍부한 인

지적 기술의 습득과 상상력의 발현 기회를 주는 그림을 담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된다.  

 

2) ESD 교재로서 그림책 선정 기준 

 (1)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제 관련성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재로 그림책을 선정할 때에, 그림책이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주제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삶을 새

롭게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림책이, 교재로 활용하기에 더 적

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여 관련성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를 구분하고 정리한 홍승표 외

(2008)의 연구와 호주 교육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영역을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야기의 배경이

나 인물, 사건에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다루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제 관련성'을 두었다. 현장의 교사들

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그림책을 선정하고자 할 때,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주제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메시지 전달방식의 적절성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는 캠페인 하듯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데에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 그림책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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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삶의 모습을 교화하듯이 전달하고 있다면, 학생들의 동기유발은 물론이

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절대적인 이념으로 교화하듯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

을 지양하고 있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기존의 

관점을 재고하는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을 강조한다. Wiek(2011)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력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본이 되는 역량으로 고

려하였고, 박태윤(2007)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접근 방법을 제시하면

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딜레마와 비판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

와 문제 해결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림책을 통

해 학생들이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어떻게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된다.  

 

3) 영어 교재로서 그림책 선정 기준 

 (1) 언어 수준의 적절성 

전통적인 외국어 학습 교실에서 활용되는 전형적인 텍스

트는 이해 가능하긴 하지만, 흥미를 주지는 못한다. 실제

적인 텍스트를 읽는 것은 꽤 흥미롭지만, 이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론에 따르면, 영어 학습을 촉

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는 재미있고 이해 가능해야 한다

(Cho & Krashen, 1994).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영어 학습을 촉진하려면, 텍스트가 

흥미를 유발하는 것과 동시에, 이해 가능한 수준의 언어로 쓰여진 작품이어

야 한다. 학생들은 언어 학습을 위해 개발된 교재가 아닌, 실제 현지 언어로 

쓰인 문학작품을 수업 시간에 접할 때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문학작품에 반영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쉽게 감정 이

입하고, 또한 책을 통해 겪는 새로운 경험은 학습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지의 일상 언어가 포함된 텍스트를 학습에 많이 

활용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어려운 수준의 언어의 노출은 학생들의 언어 습득에 효과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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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될 수 없다(Cho 외, 1994).  

Krashen(1982)은 입력 가설(Input Hypothesis)을 통해, 언어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나치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은 입력은 학생들의 언어 습득에 효과적이지 못

하다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이 많이 제공될수록 학습자는 

습득과정을 쉽게 수용하고, 효과적인 언어습득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준에 적절한 언어 수준의 그림책인가에 관한 기준은 필

수적이다. 이제까지 영어 그림책이 영어 수업에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낮았

던 것은 영어로 된 문학작품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었다

(Cho 외, 1994). 하지만 실제 언어(authentic language)가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고, 그림으로 의미 전달력을 높이는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다면, 영어

로 된 문학작품은 더 이상 어렵기만 한 교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수준에 

맞는 영어 그림책을 고르는 것은 중요한 기준이다. 

 

 (2) 실제 활용 가능성 

아무리 그림책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를 담고, 훌륭한 전달방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업시간에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면 교재로

서 효용성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현 영어과 교육과정과 잘 연계될 수 있는

지를 찾아보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다. 영어 그림책이 실제 수업시간에 연계

될 가능성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면,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만다. 따라서 선정하는 그림책의 질적 우수성과 더

불어, 활용 가능성 여부도 고려하여 그림책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Geiger(1995)는 양질의 그림책이 폭넓은 연구에 기반하고 있고, 교실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현장의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과정과 잘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교과 교육 내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서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림책의 활용가능성을 짚어 보는 기

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과정과 잘 연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과정을 확인

해야 판단하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항목을 판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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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최신 개정판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부분과 핵심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④ 영어 

수업 시간에 그림책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영어과 교육과정의 어떤 

부분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개발된 선정 기준에 대한 신뢰도 평가의 결과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선정 기준을 활용하여 얼마나 유사하게 평가하는

지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ESD 영역의 선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 합

의 정도와 영어교육 영역의 선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 합의 정도, 그리고 문

학 영역의 선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 합의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었으며, 

그래프를 통하여 영역별 평점 경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ESD 영역의 개발된 선정 기준에 대한 신뢰도 평가 결과 

<표 16>에서 ESD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보면, 환경교육 

전공 교사의 73%가 『Five Little Fiends』의 'ESD 주제 관련성'에 5점으로 

평가하였다. 나머지 27% 교사들은 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1점에 평가한 전

문가는 없었다. 한편, '메시지 전달방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

가 집단의 73%가 5점을 주었고, 27%는 3점에 동의하였다. 1점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없었다.  

ESD 주제 목록⑤을 제시하고, 『Five Little Fiends』가 어떤 주제와 관련

되어 있느냐는 서술형 질문에 대해,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지속가능한 공간'

과 '생태계 및 생태학적 공간', '생물 다양성'이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에서 '평화·안전'을 언급한 응답도 있었다. 

 

 

 

                                            
④ 부록 2.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⑤ <표 5>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영역의 재구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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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１６> ESD 영역의 선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 합의 정도 

ESD 영역 선정 기준 
평점 

합계 
5점 3점 1점 

(1) ESD 주제 관련성 73% 27% - 100% 

(2) 메시지 전달방식 73% 27% - 100% 

* 환경교육 전공 교사 (n=11)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선정 기준을 활용한 그림책의 ESD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들 간의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81% 이상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ESD 영역의 하위 기준 두 

항목에 모두 73%의 높은 비율로 5점의 평가에 합의하고 있다. 또한 1점으

로 아주 낮게 평가한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같은 그림책을 보고 ESD 

영역을 평가할 때에 의미 있는(substantial) 신뢰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ESD 주제 관련성과 메시지 전달방식 모두 5점에 많은 합의가 이

루어진 것은, 본 연구자가 문헌 연구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ESD 영역을 

평가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부록 3에 제시한 '평가 결과의 예시'는 연구자가 

관련 연구 기록물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내용을 고찰한 이후에 평점한 결과

이다. 그 평가 결과와 전문가들의 평점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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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한 선정 기준은 평가에 활용할 때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영어교육 영역의 개발된 선정 기준에 대한 신뢰도 평가 결과 

영어 교과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Five Little 

Fiends』의 '영어 교재로서 선정 기준'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 17>에서 보

듯, '언어 수준의 적절성' 항목에서 전문가 집단의 55%가 5점에 동의하였고, 

45%의 교사들은 3점을 평가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1점으로 평가한 교사는 

없었다. 타 항목에 비해 언어 수준에 대한 적절성에 평점이 상대적으로 낮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실제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전문가 

집단의 73%는 5점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27%의 교사들은 3점을 평가하

였고, 1점을 평가한 교사는 없었다.  

 

<표 １７> 영어교육 영역의 선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영어교육 영역 선정 기준 
평점 

합계 
5점 3점 1점 

(1) 언어 수준의 적절성 55% 45% - 100% 

(2) 실제 활용 가능성 73% 27% - 100% 

* 영어교과 지도 경험 교사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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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영역에서 하위 기준인 '언어 수준의 적절성'과 '실제 활용 가능

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합의하는 점수를 살펴보면, '실제 활용가능성' 영역에

서 73%의 높은 비율로 5점에 합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교과를 지

도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Five Little Fiends』를 읽고, 실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좀 더 많이 합의를 하고 있다. 그 외의 교사들이 1

점이 아닌 3점에 27%의 비율로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가들 

집단에서 『Five Little Fiends』 그림책의 실제 활용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어 수준의 적절성' 선정 기준에서는 다소 나누어진 평가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 『Five Little Fiends』의 언어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하

는 데에서 5점을 평가한 전문가는 55%이며, 3점으로 평가한 전문가가 45%

이다. 전문가 집단 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술형 응답을 살

펴보면, 활용가능한 학년을 서술하는 응답에 모두 '5~6학년'이라고 한 응답

을 한 것으로 보아 언어 수준이 다소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문학 영역의 개발된 선정 기준에 대한 신뢰도 평가 결과 

<표 18>에서 보듯이,『Five Little Fiends』의 문학영역의 선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스토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86%의 교사들이 5점을 평가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14%는 3점에 동의하고, 

1점을 평가한 교사는 없었다. 한편, '그림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68% 교사들은 5점을 평가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23%의 교사는 3점을 평가

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9%의 교사가 1점으로 평가하였다.  

 

<표 １８> 문학 영역의 선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문학 영역 선정 기준 
평점 

합계 
5점 3점 1점 

(1) 스토리의 적절성 86% 14% 0% 100% 

(2) 그림의 적절성 68% 23% 9% 100% 

* 현직 초등 교사 (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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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의 적절성'의 경우 81% 이상인 86%의 높은 합의 정도를 보여, 

개발한 선정 기준을 활용할 때에 그림책에 대한 평가가 신뢰도 있게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책의 그림을 보는 관점은 교사들마다 다양

함을 확인할 수 있다. 5점에 68%의 교사가 평점을 주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1점의 평가도 9%도 드러나 그림책의 그림을 바

라보는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에서의 선정 기준 활용 방안 및 적용 결과 
 

 

이 장에서는 선정한 그림책을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

과, 이를 적용한 수업의 효과는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한다.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 제시한 활용 방안을 적용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개발된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그림책을 수업에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보

여주는 예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수업에 적용한 결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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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과정안에는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위하여 디자인하여 제시한 다이어그램과 SIOP 수업모델의 전략 및 요소를 

포함하였다. 활용하고자 하는 그림책의 평가 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

는 다이어그램은 교사들이 해당 그림책의 장·단점을 쉽게 파악하여 그에 따

른 수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영어 수업 속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그림책 선정 기준(문학,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어교육)중 에 

낮게 평가된 항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수업에서 활용

할 그림책은, 선정 기준의 세 가지 영역을 모두 높게 충족하는 그림책을 활

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선정 기준 모두를 다 고득점을 받지 못한다고 하

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효과적인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예외는 선정 기준 영역 중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제가 잘 드러나

지 않는 그림책의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그림책을 수업에 활용하도록 권

하지 않으므로 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그림책을 활용하

는 것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것이므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주제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그림책은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그림책 선정결과가 문학적 영역 또는 영어교육의 영역에 낮은 점수

를 보이는 경우, 어떻게 수업 자료로 활용할지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 그림책의 활용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개발된 3차시 수업은 초등학

교 5학년 24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영어 그림책

은 『Five Little Fiends』(Dyer, 2002)를 활용하였으며, 학습의 효과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에서의 응답을 통해 확인하였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핵심 개념의 학습과, 영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지⑥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설명과 응답을 통하여 수업의 효과를 각

각의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⑥ 부록 6,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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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선정 기준의 활용 방안 
 

이 절에서는 실제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영어 수업에서 실천하

기 위해, 개발된 선정 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

는 그림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둘째, 그림책을 선정하고 평가 결

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다이어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계획할 때, 효과적으로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중심학습

법의 학습 모형 중 하나인 SIOP(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모형'

을 개발하였다. 내용의 학습과 언어의 학습 모두를 위한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그림책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수업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ESD 

영역과 영어 교육 교재로서의 영역에서 그림책이 가진 강점을 살리고, 단점

을 보완할 수 있는 수업 전략을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ESD를 위한 영어 그림책 선정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에 방점이 있으므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개념을 잘 담고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책에서 

다루는 생활의 모든 다양한 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다룰 수 있지만, 그림책의 

중심 주제와 지속가능성과의 연결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수업재료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정 기준

을 통한 평가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주제가 잘 드러난 그림책인 경

우, 활용하기에 적합한 그림책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D를 위한 영어 그림책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제시

하기 위하여 시중의 영어 그림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주제가 포함되어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49권의 그림책을 선정하



64 

 

였다⑦. 부록에 제시한 목록은 교사들을 위한 예시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교

사들은 해당 목록을 통해 그림책 선정의 시사점을 얻고, 선정 기준을 적용

한 그림책의 목록을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2. SIOP 모델의 적용 

SIOP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 학습과 영

어 학습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계획에 효과적이다. SIOP 모델은 언

어와 내용의 효과적인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다

양한 전략들과 고유한 특징들을 담고 있으므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을 고안하는 데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IOP모델은 그림책을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수업 모형은 아니지만, 유

용한 수업 자료로 그림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J. Echevarria 외(2004)

는 SIOP 모델을 소개하면서, '관련 있는 문학작품(related literature)'이 학생

들의 언어 이해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좋은 보충 자료가 된다는 것을 언

급하였다. SIOP 모델이 강조하는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

이나,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비계 세우기(Scaffolding), 학생들의 배경 경험

과 관련된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Building Background) 등

을 위하여 문학작품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선정한 그림책을 활용할 때에 SIOP모델의 구성요

소를 반영하여 수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안⑧을 구성하였다. 

아래 <표 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SIOP모델

에서 강조하듯이, 학습 목표를 서술하는 데에 있어서 내용 학습 목표와 언

어 학습 목표를 구분하여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언어 학습과 내용 학습 

두 가지 모두, 해당 수업을 통하여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⑦ 부록 4. 예시 도서 목록 
⑧ <표 19>는 'ESD 수업을 위한 영어 그림책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의 '학습 

목표'부분과 'SIOP 요소'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본래 형태는 부록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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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１９> ESD 수업을 위한 영어 그림책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의 학습목표, 

SIOP 요소 부분 

학습목표 

내용

(ESD) 
 

`언어

(ENG)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SIOP  

요소 

준비 

1 내용 영역의 적용  

2 배경지식과의 연결  

3 과거 학습과의 연결  

4 통합 전략  

비계 

세우기 

5 시범 보이기  

6 따라서 연습하기  

7 독립적인 연습 기회  

8 이해 가능한 입력  

학습집단 

구성 
전체 학급  소집단 짝 활동 개별 활동 

통합적  

언어 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적용방법 직접 체험 
의미 있는  

활동 

목표와  

연관됨 

참여를  

촉진 

평가방법 개별 평가  집단 평가 지필 평가 구술 평가 

 

둘째,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하면서 SIOP모델에서 제시하는 요소들을 달

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포함시켰다. '배경지식과 연결'했

는가, '독립적인 연습 기회를 제공'했는가 등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수업 

구성 중에 점검해보아야 할 항목이 될 것이다. 또한 '학습 집단 구성' 방법이

라거나, '평가 방법'과 같은 항목은 수업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집단 구성이나 평가 방법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이다.  

 

3. 수업 모형 개발 

ESD 프로그램을 개발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기존의 사회과 교육에서 자

주 사용되는 문제해결학습(채보미, 2015), 프로젝트 수업 모형이나 협동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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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김영희, 2008), ADDIE 모형(최지연, 2013) 등의 수업 모형들을 사용하

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핵심 개념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영어 학습도 하나의 목표로 삼

고 있으며, 특히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이므로 그에 따른 특화된 수업 모형

이 필요하였다. 

 

<그림 ３>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모형 

 

 

따라서 언어 학습과 내용 학습을 모두 목표로 하는 SIOP모델을 활용하

고, 그림책을 활용하는 통합 수업에서 제시하는 모형을 참고하여 수업 모형

을 개발하였다. SIOP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Echevarria(2013)가 제시한 SI-

OP 모델의 교수·학습 과정안 양식과, 그림 동화책을 활용한 영어 수업 모형

의 양식(김혜리, 2013), 통합 수업에 그림책을 활용할 때의 수업 모형(권난

주 & 이미경, 2010)을 참고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분석하여 영어 수업 모형

을 개발한 이은선(2006)의 연구에서 그림책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수업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총 3차시로 구성된 수업 모형은 크게 줄거리의 이해, 개념 이해, 개념의 

심화과정을 담고 있다. 그림책의 스토리를 파악한 이후에, 그림책에 담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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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발전 관련 개념을 수업에 연결 짓고, 이해한 개념을 심화시켜 지속가

능성을 대입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따라서 1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그림책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2차시에 학생들이 그림책 

내용에 담긴 지속가능성 관련 개념을 학습하며, 3차시에 학습한 개념을 활용

하여 확장시키는 수업의 흐름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각 차시별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주된 교수·학습방법과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1차시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그림책의 삽화

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예측하고, 친구와 토의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의미

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삽화가 학생들의 의미 구성을 위한 토론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될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 활동

에서는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 문장과 단어의 뜻을 예측하고 그림과 글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가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알려주고 학생이 배우는 방향의 학습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의미

를 추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학생들은 학습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

다(Blanton, Wood & Moorman, 1990). 풍부한 예측 활동과 그룹 활동을 통

해 학생들이 그림책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면, 실제 의미를 알려

주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세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그림책의 

전체 줄거리를 발표한다. 이 활동을 통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보충 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추

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2차시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그림책 이야기 속에 있는 지속가능성

의 개념에 대해 학습한다. 전시에서 이해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야기 내용을 자신

이 알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과 연결 짓는 과정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개념

을 이해하기 위한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확인할 수 있고, 수업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은 SIOP 모델에서 내용 학습과 언어능력향상을 

위해 강조하는 '배경지식 및 경험을 형성하는 것(Building Background)'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그림책 내용과 관련 있는 지속가능

성 관련 개념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교사가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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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도출된 지속가능성 개념에 대한 학습 활동을 구성

할 수 있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이해한 개념을 개념 지도

(Concept map)를 통해 표현하거나 인포그래픽(infographic) 꾸미기 등을 통

해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3차시 첫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을 현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거친다. 단순히 개념으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에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다. 뉴스, 신문기사 등 최근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학

습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

서 지속가능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도

록 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습 내용이 실제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자신의 삶과 밀접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맥락화된 학습(contextualized learning)이 이루

어 지도록 하였다. 세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3차시 학습 내용을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지속가

능발전교육에서 강조하는 학생의 실천 계획 세우기로 수업확장을 계획할 수 

있다.   

 

4. 그림책 분석 결과 다이어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그림책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림책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개발하였다. <표 

20>을 보면, 교수·학습 과정안의 부분에 그림책 분석 결과를 작성할 수 있

도록 다이어그램을 배치하였다. 세 가지 선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여섯 

가지 하위 기준을 각 꼭지점에 배치하여 6각형의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1점, 

3점, 5점을 점 찍을 수 있는 보조선을 그려, 그림책의 각 영역 평가 결과를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사들은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영어 그림책의 평가 결

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 에 따른 수업의 계획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선정기준에 따라 각 그림책이 가진 영역별 장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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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며, 평가의 결과가 수업의 과정안 작성에 바로 

반영되어, 교수·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표 ２０> ESD 수업을 위한 영어 그림책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의 주요 표현, 

그림책 분석 결과, 수업 전략 부분 

주요 표현 
단어  

문장  

그림책  
분석 

제목  작가  

분석  
결과 

 

수업 전략 

수업  
재료 

 

학습  
활동 

 

 

5. 그림책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수업 전략 적용 

그림책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이 잘 담겨 있고, 메시지를 효과적으

로 전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책을 읽는 것으로 그친다면, 지속

가능성의 학습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McKee(2005)에 따르면 과학적 개념

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읽기 활동으로는 얻을 수가 없으며, 학생들이 적극

적으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림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전략을 적용하여 수업을 구성하였

다.  

어떠한 활동을 구성하였을 때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한지의 예시를 제시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사용

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전략을 제시하였다. 세 영역 중 '영어 교재



70 

 

로서 그림책 선정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유형 1)와 '문학작품으로

서 그림책 선정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유형 2)로 나누었으며, 각

각의 유형에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수업 모형 (그림 3)에 따라 교수∙학습 과

정안을 개발하였다. 

해당 전략은 활용할 그림책의 강점과 단점을 각각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세 영역 중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면 효과적인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시가 될 것이다. SIOP 모델에서 제시하는 전략(Echevarria, 2013), 강영아

(2006)가 제시한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 

Kane(2008)과 Vogt, Echevarria, & Washam(2014)이 제시하는 전략, 과학과 

영어의 통합 수업에 활용하는 전략(D. Short, Vogt, & Echevarría, 2011)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1) 유형 1 : 영어교육 영역의 점수가 낮은 경우⑨ 

'영어교재로서의 그림책 선정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그림책은 언

어 수준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교육과정 내에서 연관시킬 가능성이 낮은 경

우이다. 사용되는 언어가 초등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림책을 활용할 때,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은 내용과 영어 학습 모두를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경우, 학습자의 '심리적 장벽(affective filter)'(Krashen, 1982)을 

낮출 수 있는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영어 그림책에서 모르는 단

어와 표현이 나왔을 때 어렵다고 느끼며, 수업 자체에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미 문학 텍스트가 문학작품으로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

달하고 언어 학습 자료로서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학습자의 심리적인 장벽이 높기 때문이

었다(김혜리 & 이세운, 2013).  

만약 언어 수준이 초등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그림책이지만,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교재로서 우수하고, 문학작품으로서도 우수하다면, 교사는 적합

한 보완책을 활용하여 이 그림책을 유용한 수업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⑨ 부록 3. 그림책 평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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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에서 보면 『Five Little Fiends』는 ESD 영역이나 문학작품으로서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언어 수준의 적절성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경우, 이 그림책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에 적합하

지 않은 수업 자료가 아니라, 몇 가지 보완책을 통해 효과적인 수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유형 1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전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４> 『Five Little Fiends』(Dyer, 2002) 평가 예시 

 

 

삽화를 활용한 단어 및 문장 예측 활동: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에서 학

습자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좋은 방안은 그림책의 삽화가 가진 장점을 살

리는 것이다. 김혜리 & 이세운(2013)는 그의 연구에서 그림책의 삽화를 통

한 예측 활동이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에 효과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해

되지 않는 문장이나 단어를 보았을 때, 그림책의 삽화를 통한 추론 활동은 

낯선 표현을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Five Little Fiends』를 활용한 수업안은 의미예측 

활동을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교사는 수업 전 어휘 목록을 

제시하여, 텍스트를 읽기 전에 아는 어휘의 뜻을 적어보도록 한다. 수업 전 

어휘에 관한 사전 학습도를 확인하기 위해, J. J. Echevarria 외(2013)의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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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와 Waring(2002)가 제시하는 어휘지식지표검사(Scale 

of Vocabulary Knowledge) 샘플을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삽화만 보고 단어의 의미를 적어보게 하였다. 이 때 삽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과정과, 텍스트의 문맥에서 유추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예측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낯선 문장과 단어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되

는 것을 막고, 효과적인 언어 학습과 내용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글 번역본을 함께 활용: 언어 수준이 높은 작품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원작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영어 그림책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문장이 있을 때, 한글 번역본으로 이야기의 줄거리

를 파악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단어와 문장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번역본을 통해서 학생들은 단어의 뜻을 추측하기 위한 단서들을 얻을 

수 있다. 그 단서를 통한 어휘 학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하여 도서 목록⑩에서 번역본이 있는 경우, 그 제

목을 함께 표기하였다.  

 

핵심 표현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반복하는 학습 활동: 그림책의 단어나 

문장 표현이 어려울 경우, 학생들은 그림책의 모든 단어나 문장을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책의 모든 영어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므로,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 필수적인 표현 몇 가지를 학습하는 데에 집중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이야기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단어 및 구문

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제시된 단어 및 구문은 반복하여 말하도록 하여 뜻

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Gillanders & Castro, 2011). 학생들

의 심리적인 부담을 낮추고 실제적인 언어 학습을 위한 수업자룔 활용하여 

다소 어려운 영어 그림책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2) 유형 2 : 문학작품으로서의 평가 점수가 낮은 경우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로서의 선정 기준'과 '영어교육 교재로서의 선정 

                                            
⑩ 부록 4. 예시 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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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문학작품으로서 그림책 선정 기준'에서 낮

은 점수를 받은 그림책이 있을 수 있다. 재미나 호소력이 부족한 인물, 사건

이나 배경이 제시된 그림책의 경우이거나, 그림이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보

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그림책의 경우 학습할 내용

은 그림책에 충분히 담겨 있으나, 문학적 특성에서 얻을 수 있는 감정이입

이라거나 학습 동기 유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6>에서 평가 결과를 제시한 『 Whoever you 

are』(Fox, 2006)의 경우, 작가인 Mem Fox의 독창적인 삽화가 잘 드러난 

그림책이며, 다문화 이해 및 문화 다양성 이해의 주제를 담고 있어 지속가

능발전교육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림책이다. 하지만 그림책

의 스토리가 어떠한 줄거리를 담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선생님의 교훈적인 훈

화말씀으로 이루어져있어 줄거리 면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책이다. 같은 이

유로 메시지 전달방식이 일방적이고, 개방된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못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책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

완하는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림 ５> 『Whoever you are』(Fox, 2006) 평가 예시 

 

 

스토리와 삽화에 담긴 객관적 정보를 활용하는 활동: 스토리의 적절성

이 부족한 경우, 그림책이 주는 객관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수업을 계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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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교사는 그림책에 제시된 플롯을 중심으로 1차시 수

업을 진행하기보다, 삽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이용하여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에서 평가 예시를 제시한 『Whoever you are』의 경우, 텍스

트에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정보들이 삽화에 담겨 있

다. 각국의 문화가 삽화 속에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서 학생들은 여러 나라

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교사는 그림책에 제시된 여러 

나라의 문화와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국 문화를 조사·발표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삽화에 드러난 국가의 의·식·주생활의 모습을 통해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실제로 학생들이 그 나라의 특성을 조사하여 모둠별로 발표하는 것이다. 또

한 조사내용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다문화 축제'와 같은 활동을 구성한다면, 

『Whoever you are』의 스토리 자체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

하지만, 그림책에 담긴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학

습 자료가 된다.  

 

제 2 절 선정 기준의 수업 적용 결과 
 

본 연구에서는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을 구성하

여, 개발한 선정 기준을 수업에 적용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수업은 1절에서 

제시한 그림책 활용 방안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가 초등학생 5

학년 24명을 대상으로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을 실시

하였고, 수업에 적용한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은 학생들의 활

동지 응답을 확인하여 이루어졌다.  

수업 적용의 결과는 크게 두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지속

가능발전교육 측면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관점이 반영하

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하나는 영어 학

습의 측면으로, 학생들의 어휘 학습 정도로 파악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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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후를 비교한 사전·사후 어휘 이해도 검사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

며, 그림책 삽화만 보여주고 어휘의 뜻을 추측해보게 한 검사에서도 수업 

전에 비해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1. 결과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선정 기준과 제시한 활용 방안을 적용하여 수업

의 예시안을 개발하였다. 실제로 선정 기준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실

제 수업의 모습은 어떠할지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이다.  

본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안에는 영어 그림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선정 기준을 이용한 영어 그림책의 평가 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선정 기준으로 그림책을 평가한 결과를 과정안에 포함

하여, 교사들이 실제 수업을 구성할 때에 그림책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SIOP 모델이 제시하는 요소들이 반영되었는지 점검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였다. 교사들이 수업을 구성할 때에, 효과적

인 내용과 언어 학습을 위해 SIOP 모델에서 제시하는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해당 그림책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수업 

활동과 재료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그림 3>의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3차시 수업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24명이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 적용의 결과는 활동지에 드러난 학생들의 반응으로 분석하

였다. ESD의 관점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ESD 핵심 개념 학습 여부는 3차시 

활동지의 반응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영어 학습에 관한 결과는 수

업 전, 수업 중(그림책 삽화만 제시하고 단어의 뜻을 추측하게 함), 수업 이

후의 활동지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수업 전, 수업 이후를 사전·

사후 검사로 비교하고, 그림책 삽화를 활용한 어휘 추측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수업 전의 어휘 이해도와 그림책 삽화만으로 어휘 뜻을 추측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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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지 분석 결과 

 

학생들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영어 학습

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업 이후 활동지를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1) 지속가능성 관련 개념 인식에 관한 활동지 분석 결과 

 생태계의 개념과 생태계 속의 인간에 대해 학습한 본 연구의 3차시 수

업은 수업 모형에서 의도한 바대로 그림책의 이야기에서 점차 지속가능성으

로 수업의 주제가 이동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 활동지에 드러난 학생들의 

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을 학습하고 지속가능

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ESD Lens) 갖추기 

국내 사설 영어교육 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개발한 기존의 활동지

의 경우, 이 책의 주제를 양보하는 마음, 혹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석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을 통한 학습 활동 이후 학생

들은 지속가능성과 연결 지은 해석과 설명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었다. 조

우진(2012)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ESD Lens)'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어떤 상황과 대상을 바라볼 때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윤리적 성찰이 이

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주장처럼, 어떤 이야기를 읽고 그 안에

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윤리적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작은 악마들(Little fiends)의 행동이었지만, 인간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의인화하여 생각하였다. <표 21>과 같이, 3차시 활동지⑪에서 학

생들의 반응을 보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

이 등장하였다. 마지막 장면에서 자연물을 모두 돌려놓은 악마들이 어떤 생

각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학생들이 답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원작에서는 이 장면에 'And once again marvel at their surroundings.'라는 문

                                            
⑪ 부록 7. 3차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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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전부이지만, 악마들의 생각을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활동지엔 

물음표가 있는 말풍선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표 ２１> 3차시 활동지의 1번 문항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 

3차시 활동지의 1번 문항 학생들의 의견 

 

- "달, 해, 바다, 땅, 하늘이 모두 어울려 있으
니 더 아름답구나!" 

- "We admire ecosystem!" 
- "Wow. It's beautiful!" 

- "자연을 되돌리길 잘했어!! 정말 아름다워" 
- "We can live here together. 우리는 여기에서 

같이 살 수 있어." 
- "우리 이제 욕심내지 말고 생태계를 지키며 

살자." 
- "역시 함께 있어야 예쁘다." 

-"생물은 비생물적 요소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야." 

 

1번 문항의 응답에서 보듯, 학생들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의 가치를 이

야기하였다. 자연 환경 자체의 아름다움과, 환경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생

각이 반영된 감정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관점이 배제된 생태

학적 관점에서 작은 악마들의 생각을 읽어내어 표현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그림책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24명의 학생 중, 10명의 학생들(41%)이 그림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태학적인 관점이 드러난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었다("자연

을 되돌리길 잘했어!! 정말 아름다워", "달, 해, 바다, 땅, 하늘이 모두 어울려 

있으니 더 아름답구나!", We can live here together. 우리는 여기에서 같이 살 

수 있어.", "우리 이제 욕심내지 말고 생태계를 지키며 살자." 등). 

 

  (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 학습 

3차시 활동지에 드러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수업을 통해 학습한 

개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생태계'의 영어 표현인 'Eco-

system'이라는 단어는 교육과정에 소개되지 않은 단어이고, 특별히 쓰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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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하지 않았던 개념이었으나, 학생들이 수업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학습

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We admire ecosystem!").  

『Five Little Fiends』의 3쪽 그림과 마지막 쪽 그림은 구도와 배경이 

유사하지만, 3쪽 그림에선 각각 따로 서서 풍경을 보고 있지만, 마지막 쪽에

서는 손을 잡고 서서 풍경을 보고 있다. 자연물을 모두 돌려놓고 풍경을 바

라보는 악마들은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서 써보게 하였다. <표 

22>에서 보듯, 활동지에 드러난 학생들의 반응을 통하여, 3차시 수업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２２> 3차시 활동지의 2번 문항에 나타난 학생들의 의견 

3차시 활동지의 2번 문항 학생들의 의견 
 

- "모두 어울려 있으니 더 아름답구나!" 
- "바다, 달, 하늘, 땅, 해가 모두 어우러져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것 같다." 
-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힘을 모아 다시 세상이 돌아와서 

서로 잘했다는 의미로 모습이 변한 것 같
다." 

 

학생들 반응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에게 생태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그림책을 통해 '비생물적 요

소'와 '생물적 요소'의 개념을 학습하였는데, 그 의미를 직접 묻는 문항이 아

닌, 작품의 맥락을 통해 이해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체 학생 중 3명의 학생

들은 학습한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의 개념을 적용하여 문항에 답하

였다(<표 21> "생물은 비생물적 요소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 단순히 그 

개념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넘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도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바다, 달, 하늘, 땅, 해가 모두 어우러져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것 같다.").  

학생들의 반응은 단순히 개념을 인지적으로 배우고, 현실에 개념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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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이입하여 공감하고 느낀 바를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자연을 되돌리길 

잘했어!! 정말 아름다워",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데, 힘을 모아 다시 세상이 돌아와서 서로 잘했다는 의미로 모습이 변한 것 

같다."). 좋은 문학작품은 감정 이입을 가능하게 하므로(Oster, 1989), 잘 선

정된 문학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이야기에 감정을 이입하여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학습 활동을 통해 이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림책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재이기도, 영어교

육 교재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

이다.  

학습 내용에 대해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 때에 동기 유발, 실천 및 

내면화가 이루어진다(Reis & Roth, 2009; 임경순, 소금현, 심규철, & 여성희, 

2011)는 점을 생각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감

정이입은 중요하다. 그림책을 통한 수업에서 학생들의 감정이입의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천하고 내면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언어 학습에 관한 활동지⑫ 분석 결과 

<표 23>과 같은 형태의 활동지를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 능력 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수업 전에 단어에 대한 사전 이해도를 

확인하였고, 삽화만 보여 준 후, 그리고 3차시 수업 이후에 이해하고 있는 

단어를 검사하였다. 그림책에서 골라 제시한 문항의 단어들은 이야기 내용

의 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들로 선정하였다. 언어 수준이 다

소 높게 평가된 그림책인 만큼 어려운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모두 

학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므로 줄거리 이해를 위해 필요한 단어(statue, 

fiend, marvel, surrounding, took(take), admire, realize, without, flow, pull, 

glow, decide, put _ back)만을 선정하였다. 이 단어들에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초등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권장 단어(took(take), decide, 

                                            
⑫ 부록 6. 1차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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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_back)와 초등학생에게 필수로 권장되진 않지만 활용될 수 있는 단어

(statue, marvel, admire, realize, without, flow, pull, glow), 그리고 교육과정

에 제시되지 않은 단어들(fiend, surrounding)이 포함되어 있다.⑬ 초등학생에

게 필수적으로 권장되는 단어들은 비교적 쉬운 단어들이나, 그 이외의 단어

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단어들이다. 

 

<표 ２３> 수업 전, 중, 후 단어 이해도 활동지 

                                            
⑬ 교육과정에는 영어과 수업을 통해 반드시 학습해야 할 단어의 목록이 제시되

어 있으며, 초등 수준에서 학습이 필수적인 단어에 *표시를 하여, 필수 단어와 

권장 단어를 구분하고 있다. 

수업 전  
단어 뜻 
추측하기 
활동지 

 

수업중 
삽화만 
보고  

단어 뜻 
추측하기 
활동지 

 

수업 후  
단어 뜻 
확인하기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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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fiends, sur-

rounding)을 모두 알지 못했으나, 수업 이후 이해도를 점검한 결과, 24명의 

학생 중 4명을 제외한 학생들은 모두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 검사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24>와 같이 수업 전과 수업 후 검사 결과

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업 이후 이루어진 어휘 검사가 수업 전 실시한 검

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평균±표준편차; 수업 전 검사, 1.2±1.2; 수업 

후 검사, 9.3±1.9; t=16.7, p<0.05). 또한 변인의 강도를 나타내는 Eta2 값이 

0.86인 것으로 보아서 약86% 학생들이 사후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전·사후 검사가 효과가 큰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Richardson, 2011). 이는 그림책을 이용한 ESD 수업이 학생들의 영

어 어휘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２４> 언어 학습 결과 확인을 위한 검사별 비교 분석 

검사별 비교 
평균±표준편차 

t Eta 2 
Test 1 Test 2 

1 
수업 전  &  수업 후 

검사 결과 비교 
1.2±1.2 9.3±1.9 16.7** 0.86 

2 
수업 전 & 삽화로 추측한 

검사 결과 비교 
1.2±1.2 4.6 ± 1.9 8.4** 0.61 

**p<0.005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검사 이외에 수업 전 검사와 그림책의 삽화만

으로 추측한 검사를 통하여, 그림책의 삽화를 활용한 학생들의 영어 어휘  

추론 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책의 삽화만으로 단어의 뜻을 추측하

여 실시한 검사 결과가 수업 전 실시한 검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으며(평균±표준편차; 수업 전 검사, 1.2±1.2; 삽화만 보고 실시한 

검사, 4.6±1.9; t=8.4, p<0.005), Eta2 값이 0.61 인것으로 보아 61%의 학생

변인이 그림책의 삽화를 활용한 검사에서 높은 어휘 추론 능력을 보여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책 변인이 어휘 추론에 영향력이 큰 변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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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를 살펴 본 결과, 학생들이 다소 난이도 있는 어휘도 학습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활동지(사전, 사후 검사, 그림을 통한 어휘추론 검사)

의 영어 어휘는 2015 개정 영어 교육과정에 필수로 제시된 학년 수준의 단

어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필수로 지정되지 않았던 난

이도 높은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본 수업을 통해 그림책에 포함된 다

소 어려운 단어(statue, marvel, admire, realize, without, flow, pull, glow, 

fiend, surrounding)들도 학습할 수 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그림책의 삽화는 학생들이 새로운 어휘의 뜻을 스스로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수업 전과 비교하였을 때, 삽화만 보고 단어 뜻을 추측

한 검사가 61%의 차이를 보이며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영어 그림책을 통하여 학생들은 새로운 단어들을 학습할 수 있

었으며, 그림책의 삽화는 새로운 단어의 뜻을 추측하게 하는 데에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정기준을 활용한 수업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의 관점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 그리고 영

어 학습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24명중의 10명의 학생이(약 41%) 활동지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이 드러나는 응답("자연을 되돌리길 잘했어!! 정말 아름다

워", "달, 해, 바다, 땅, 하늘이 모두 어울려 있으니 더 아름답구나!")을 하였

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인 생태계와 생태학적 공간에 대한 

이해도 학생들의 응답("생물은 비생물적 요소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3명, 12.5%).  

 둘째, 영어 학습의 효과는, 수업 전의 어휘 검사와 수업 중의 그림책 

삽화만 보고 어휘의 뜻을 작성한 활동지, 그리고 수업 후의 어휘 뜻을 확인

하는 활동지 결과로 확인하였다. 수업 전보다 수업 이후의 검사에서 어휘 

이해도의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수업 전의 검사와 삽화를 통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학생들이 삽화를 통하여 단어 추론을 

더 유의미하게 잘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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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과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과 교육 내 실천에 대해, 방법론적인 

접근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영어

교육 내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 영어 그림책을 효과적인 

학습 자료로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 그림책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

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적절한 영어 그림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기준은 전문가들에게 타당도 검토를 받고, 영역

별 전문가의 그림책 선정 영역별 합의 정도를 분석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영어교육 교재로서 선정기

준과 문학작품으로서의 기준을 사용하여 교사들이 그림책을 선별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기준에 따라 선정한 그림책이 실제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때의 수업은 내용 학

습과 언어 학습 모두를 추구하는 SIOP 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핵심 개념 학습과 영어 능력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SIOP 

모델이 제시하는 전략 및 요소들은 교수·학습 과정안에 체크리스트의 형태

로 제시하여, 수업 설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는 개발한 선정 기준 및 교수·학습 과정안을 활용하여 초등학

교 5학년 24명을 대상으로 시범 수업(trial lesson)을 교실에 투여하여 학습

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연구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 교재로서 그림책 

선정 기준 

영어 그림책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영어 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학습 자료다. 하지만 모든 영어 그림책이 훌륭한 학습 자료인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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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영어 그림책을 선정할 수 있는 기

준이 필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문학작품으로서 우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

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자료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 수준이 적절한 그림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로서, 영어 교육 교재로서, 그리고 문학작

품으로서 영어 그림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를 통해 각 영역별로 세부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추구하는 메시지 전달 방

법으로 주제를 전달해야 한다. 교화나 교훈 전달식의 방법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

책이 활용하기 좋은 그림책이 된다.  

또한 영어교육 자료로서의 측면에서, 그림책의 영어 수준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쉽지 않고 적절할 때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자료가 됨을 확인하였

다. 또한 실제 활용 가능성을 위하여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연결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찾을 수 있을 때에 해당 그림책은 학습 자료로 좀더 유용하다. 

일회성 수업이 아닌, 실제 교육과정과 잘 연동되어 적용될 수 있는 그림책

일 때 실제 활용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으로서 그림책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토리와 그림의 적

절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하고, 학습의 흥미를 일으키

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재로서의 영어 그림책, 영어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또한 문학작품으로서의 

영어 그림책을 평가할 때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 교재로서 

그림책을 효과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의 교재로서 그림책

의 활용 가능성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데에는 모든 과

목이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실생활의 장면을 다루는 영어 교과의 경우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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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지속가능성을 학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2015 개정 영어과 교

육과정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 영역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이것을 실제 교육에 구현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제껏 통합하여 수업하는 시도가 부족했기에, 본 연구에서 구성한 수업은 좋

은 통합의 예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을 통해, 영어 그림책을 활용할 때에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수업 전략을 적용한 수

업을 통해, 학생들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으며,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핵심 개념도 이해하게 되었다. 선정 기준을 통해 선별된 그림책에

서 제시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현상을 ESD 

렌즈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그림책의 스

토리를 이해하는 중에, 그 속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을 자연

스럽게 학습할 수 있었다.  

수업에 활용한 영어 그림책은 영어 학습에도 효과적인 학습 자료가 된

다. 학생들은 그림책의 삽화를 통해 몰랐던 단어의 뜻을 스스로 유추하였고, 

그 결과 수업 이후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필수 학습 단어와 교육과정에 제

시되지 않은 난이도 있는 어휘도 학습하였다. 그림책의 삽화만 보여주고 단

어의 뜻을 추측하게 한 검사와, 수업 이후에 이루어진 검사에서 모두, 수업 

전의 검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61%, 86%).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습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잘 선별된 영어 그림책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적인 학습 자

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영어 학습의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제안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앞으로의 연구내용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선정 기준을 활용하여 여러 영어 그림책을 평가하고 수

업재료로서 발견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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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Fiends』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연구 과정 중에 ESD 핵심 개념 학습과 영어 학습에 효과적으로 기

여할 수 있는 여러 도서들은 본 연구에서는 목록으로만 제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도서들에 대한 분석 및 수업 활용의 예시가 앞으

로도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각 주제에 해당하는 영

어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의 예시 및 정교화된 수업 모형 개발, 등의 실제 

활용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을 돕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영어 그림책을 

통한 학습 효과는 다음 연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 그림책을 잘 

선별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실이

라면, 실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은 

다음 연구 과제일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영역에서 학생들이 어떤 개

념을 학습해가는지, 영어 학습의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더욱 자세

히 살펴보아야 한다. 정교화된 측정도구나 심도 있는 참여 관찰을 통하여, 

학생 관점에서의 변화나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앞

으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연수

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학생들이 경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할 교사들을 위한 그림책 선정 기준과 수

업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사들 스스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진지한 성찰이 없이는 본 연구가 의도한 결실을 얻기 어렵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같은 그림책을 보아도 지

속가능발전교육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실천력에 차이가 날 수 밖

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

을 확장하며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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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

육도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최순호, 이봄미, 윤병순, & 노지원

(2008)은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반영함으로써 교사들의 

실천력을 기르는 방법을 강조한다. 전 세계 5900만 가까운 교사들의 전면 

재교육(remediation model)을 실시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교사 양성 기관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교

육과정을 마련하고 학생들을 교육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직 교사들에게 지속가능성을 

가르치는 재교육과, 교사 양성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의 모

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교과 교육에서 실천하고

자 하였던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적용 교과가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주로 사회, 과학, 실과의 교과 교육 안에 

한정되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원리로서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교

과에서 연계될 수 있다. 현 정규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많은 주제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고유한 주제들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속가

능성이라는 렌즈로 바라 보지 못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다루어질 수 있

는 기회를 잃고 있다. 각 교과의 교사들이 기존의 교과 교육과, 지속가능발

전교육 주제들과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느 교과에서든 지

속가능발전교육과 많은 주제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 관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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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체계 

영역 핵심 개념 내용 
학교급별 주요 내용 요소 

기능 
초 3-4학년군 초 5-6학년군 

듣기 

소리 
소리,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한다. 

∙알파벳, 낱말
의 소리 

∙낱말, 어구,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알파벳 낱말의 
소리 

∙낱말, 어구,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식별 
하기,  

어휘 및 
문장 

소리, 강세, 
리듬 

∙알파벳, 낱말
의 소리 

∙낱말, 어구,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알파벳, 낱말
의 소리 

∙낱말, 어구,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이해하기, 
파악하기 

세부정보 

말이나 대화
의 세부 정
보를 이해한

다 

∙주변의 사물, 
사람 

∙주변의 사물, 
사람 

∙대상 비교 
∙일상생활 관련 

주제 
∙그림, 도표 

파악하기 
비교하기 

중심내용 

말이나 대화
의 중심 내
용을 이해한

다. 

(해당사항 없
음) 

∙줄거리, 목적 
파악하기 
추론하기 

맥락 
말이나 대화
의 흐름을 
이해한다. 

(해당사항 없
음) 

∙일의 순서 
파악하기 
추론하기 

말하기 

소리 
소리를 따라 

말한다. 

∙알파벳,낱말 
∙강세, 리듬, 

억양 

∙알파벳, 낱말 
∙강세, 리듬, 

억양 
모방하기 

어휘 및 
문장 

낱말이나 문
장을 말한다. 

∙낱말, 어구, 
문장 

∙낱말, 어구, 
문장 

모방하기 
표현하기 
적용하기 

담화 

의미를 전달
한다. 

∙자기 소개 
∙지시, 설명 

∙자기 소개 
∙지시, 설명 

∙주변 사람, 사
물 

∙주변 위치, 장
소 

설명하기 
표현하기 

의미를 교환
한다. 

∙인사 
∙일상생활 관련 

주제 

∙인사 
∙일상생활 관련 

주제 
∙그림, 도표 
∙경험, 계획 

설명하기 
표현하기 

읽기 철자 
소리와 철자 
관계를 이해

한다. 

∙알파벳 대소문
자 

∙낱말의 소리, 
철자 

∙알파벳 대소문
자 

∙낱말의 소리, 
철자 

식별하기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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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 어구, 
문장 

∙낱말, 어구, 
문장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어휘 및 
문장 

낱말이나 문
장을 이해한

다. 

∙낱말, 어구, 
문장 

∙낱말, 어구, 
문장 

파악하기 

세부 정보 
글의 세부정
보를 이해한

다. 

(해당사항 없
음) 

∙그림, 도표 
∙일상생활 관련 

주제 
파악하기 

맥락 
글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

한다. 

(해당사항 없
음) 

(해당사항 없
음) 

파악하기 
추론하기 

함축적 의
미 

글의 행간의 
의미를 이해

한다. 

(해당사항 없
음) 

(해당사항 없
음) 

추론하기 

쓰기 

철자 
알파벳을 쓴

다. 
∙알파벳 대소문

자 
∙알파벳 대소문

자 
구별하기 
적용하기 

어휘 및 
어구 

낱말이나 어
구를 쓴다. 

∙구두로 익힌 
낱말, 어구 
∙실물, 그림 

∙구두로 익힌 
낱말, 어구 
∙실물, 그림 

모방하기 
적용하기 

문장 문장을 쓴다. 
(해당사항 없

음) 

∙인쇄체 대소문
자 

∙문장부호 
∙구두로 익힌 

문장 
∙실물, 그림 

표현하기 
설명하기 

작문 
상황과 목적
에 맞는 글

을 쓴다. 

(해당사항 없
음) 

∙초대, 감사, 
축하 글 

표현하기 
설명하기 

문화 
문화의 다

양성 

영어 표현이 
담고 있는 

문화 요소를 
이해한다. 

∙문화(요소) 간 차이 
파악하기 
적용하기 

 

나. 성취기준 

[초등학교 3-4학년군] 

(1) 듣기 

<성취기준 1>알파벳과 낱말의 소리를 듣고 식별할 수 있다. 

<성취기준 2>낱말, 어구, 문장을 듣고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할 수 

있다. 

<성취기준 3>기초적인 낱말, 어구, 문장을 듣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

다. 



104 

 

<성취기준 4>쉽고 친숙한 표현을 듣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성취기준 5>한두 문장의 쉽고 간단한 지시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성취기준 6>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한 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성취기준 7>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한 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2) 말하기 

<성취기준 1>알파벳과 낱말의 소리를 듣고 따라 말할 수 있다. 

<성취기준 2>영어의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할 수 있다. 

<성취기준 3>그림, 실물, 동작에 관해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 문

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성취기준 4>한두 문장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성취기준 5>한두 문장으로 지시하거나 설명을 할 수 있다. 

<성취기준 6>쉽고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성취기준 7>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쉽고 간단한 표현으

로 묻거나 답할 수 있다. 

 

(3) 읽기 

<성취기준 1>알파벳과 대∙소문자를 식별하여 읽을 수 있다 

<성취기준 2>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여 낱말을 읽을 수 있다. 

<성취기준 3>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나 문장을 따라 읽을 수 있다. 

<성취기준 4>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를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

다. 

<성취기준 5>쉽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4) 쓰기 

<성취기준 1>알파벳 대소문자를 구별하여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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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2>구두로 익힌 낱말이나 어구를 따라 쓰거나 보고 쓸 수 

있다. 

<성취기준 3>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를 쓸 

수 있다. 

 

[초등학교 5-6학년군] 

(1) 듣기 

<성취기준 1>두세 개의 연속된 지시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성취기준 2>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

를 듣고 세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성취기준 3>그림이나 도표에 대한 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대상을 비교하는 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성취기준 5>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

다. 

<성취기준 6>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성취기준 7>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일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2) 말하기 

<성취기준 1>그림, 실물, 동작에 관해 한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성취기준 2>주변 사람에 관해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다. 

<성취기준 3>주변 사람과 사물에 관해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묘사할 

수 있다. 

<성취기준 4>주변 위치나 장소에 관해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5>그림이나 도표의 세부정보에 대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 

<성취기준 6>자신의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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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취기준 7>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다 

 

(3) 읽기 

<성취기준 1>쉽고 간단한 문장을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성취기준 2>그림이나 도표에 대한 쉽고 짧은 글을 읽고 세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성취기준 3>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한 쉽고 짧은 글을 읽고 

세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성취기준 4>쉽고 짧은 글을 읽고 줄거리나 목적 등 중심 내용을 파

악할 수 있다. 

 

(4) 쓰기 

<성취기준 1>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를 듣고 쓸 수 있다. 

<성취기준 2>인쇄체 대소문자와 문장부호를 문장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3>구두로 익힌 문장을 쓸 수 있다. 

<성취기준 4>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한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성취기준 5>예시문을 참고하여 간단한 초대, 감사, 축하 등의 글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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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그림책 평가 예시 

 

책 제목 Nana in the City(Castillo, 2014) 

기준 기준의 내용 

선정 기준 

상 중 하 

5 3 1 

문학
작품
으로
서 분
석 기

준 

스토리의 
적절성 

재미와 호소력이 있는 소재나 
인물 등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

며 학습을 지속시킴 
○   

그림의 
적절성 

텍스트를 강화 증대시키고, 풍
부한 상상력으로 호기심을 자

극함 
○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교재
로서 

 
분석 
기준 

지속가능발
전교육 주
제의 포함 

여부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다루는 
주제가 배경, 인물, 사건에 포

함되어 있음 
 ○  

메시지의 
전달방식의 

적절성 

스토리와 그림을 통해 직접적
이고 일방적으로 교화하지 않
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영어
교육 
교재 
로서 

 
분석 
기준 

언어 수준
의 적절성 

의도하는 학년에 적절한 수준
의 어휘가 사용됨 

○   

높은 활용 
가능성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과 잘 
부합함,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
습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 타 
교과와의 연계한 수업에서의 

활용이 가능함 

○   

문학작품으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10점 

ESD 교재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6점 

영어교육 교재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10점 

총점(30점 기준) 2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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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Oi! Get Off our Train(Burningham, 1991) 

기준 기준의 내용 

선정 기준 

상 중 하 

5 3 1 

문학
작품
으로
서 분
석 기

준 

스토리의 
적절성 

재미와 호소력이 있는 소재나 
인물 등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

며 학습을 지속시킴 
○   

그림의 
적절성 

텍스트를 강화 증대시키고, 풍
부한 상상력으로 호기심을 자

극함 
○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교재
로서 

 
분석 
기준 

지속가능발
전교육 주
제의 포함 

여부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다루는 
주제가 배경, 인물, 사건에 포

함되어 있음 
○   

메시지의 
전달방식의 

적절성 

스토리와 그림을 통해 직접적
이고 일방적으로 교화하지 않
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영어
교육 
교재 
로서 

 
분석 
기준 

언어 수준
의 적절성 

의도하는 학년에 적절한 수준
의 어휘가 사용됨 

○   

높은 활용 
가능성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과 잘 
부합함,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
습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 타 
교과와의 연계한 수업에서의 

활용이 가능함 

○   

문학작품으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10점 

ESD 교재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8점 

영어교육 교재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10점 

총점(30점 기준) 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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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Five Little Fiends(Dyer, 2002) 

기준 기준의 내용 

선정 기준 

상 중 하 

5 3 1 

문학
작품
으로
서 분
석 기

준 

스토리의 
적절성 

재미와 호소력이 있는 소재나 
인물 등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

며 학습을 지속시킴 
○   

그림의 
적절성 

텍스트를 강화 증대시키고, 풍
부한 상상력으로 호기심을 자

극함 
○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교재
로서 

 
분석 
기준 

지속가능발
전교육 주
제의 포함 

여부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다루는 
주제가 배경, 인물, 사건에 포

함되어 있음 
○   

메시지의 
전달방식의 

적절성 

스토리와 그림을 통해 직접적
이고 일방적으로 교화하지 않
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영어
교육 
교재 
로서 

 
분석 
기준 

언어 수준
의 적절성 

의도하는 학년에 적절한 수준
의 어휘가 사용됨 

 ○  

높은 활용 
가능성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과 잘 
부합함,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
습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 타 
교과와의 연계한 수업에서의 

활용이 가능함 

○   

문학작품으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10점 

ESD 교재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10점 

영어교육 교재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8점 

총점(30점 기준) 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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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The Paper Bag Princess(Munsch & Martchenko, 1980) 

기준 기준의 내용 

선정 기준 

상 중 하 

5 3 1 

문학
작품
으로
서 분
석 기

준 

스토리의 
적절성 

재미와 호소력이 있는 소재나 
인물 등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

며 학습을 지속시킴 
○   

그림의 
적절성 

텍스트를 강화 증대시키고, 풍
부한 상상력으로 호기심을 자

극함 
 ○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교재
로서 

 
분석 
기준 

지속가능발
전교육 주
제의 포함 

여부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다루는 
주제가 배경, 인물, 사건에 포

함되어 있음 
○   

메시지의 
전달방식의 

적절성 

스토리와 그림을 통해 직접적
이고 일방적으로 교화하지 않
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영어
교육 
교재 
로서 

 
분석 
기준 

언어 수준
의 적절성 

의도하는 학년에 적절한 수준
의 어휘가 사용됨 

 ○  

높은 활용 
가능성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과 잘 
부합함,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
습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 타 
교과와의 연계한 수업에서의 

활용이 가능함 

 ○  

문학작품으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8점 

ESD 교재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10점 

영어교육 교재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6점 

총점(30점 기준) 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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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Whoever you are(Fox, 2006) 

기준 기준의 내용 

선정 기준 

상 중 하 

5 3 1 

문학
작품
으로
서 분
석 기

준 

스토리의 
적절성 

재미와 호소력이 있는 소재나 
인물 등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

며 학습을 지속시킴 
 ○  

그림의 
적절성 

텍스트를 강화 증대시키고, 풍
부한 상상력으로 호기심을 자

극함 
○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교재
로서 

 
분석 
기준 

지속가능발
전교육 주
제의 포함 

여부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다루는 
주제가 배경, 인물, 사건에 포

함되어 있음 
○   

메시지의 
전달방식의 

적절성 

스토리와 그림을 통해 직접적
이고 일방적으로 교화하지 않
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영어
교육 
교재 
로서 

 
분석 
기준 

언어 수준
의 적절성 

의도하는 학년에 적절한 수준
의 어휘가 사용됨 

○   

높은 활용 
가능성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과 잘 
부합함,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
습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 타 
교과와의 연계한 수업에서의 

활용이 가능함 

○   

문학작품으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8점 

ESD 교재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8점 

영어교육 교재로서 분석기준(10점 기준) 10점 

총점(30점 기준) 2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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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예시 도서 목록 

순 주제 도서명 / 작가명 번역본 도서명 

1 Ecosystem 
(A) Tree is nice 
/Udry, Janice May 

나무는 좋다 

2 Biodiversity 
(The)bee who spoke: the wonderful 
world of Belle and the bee/Al Mac-
Cuish 

숲으로 놀러 
갈래? 

3 
Natural cy-
cles and sys-

tems 

A drop of water 
/Morrison, Gordon 

물 한 방울 

4 Ecosystem 
All the Dear Little Animals 
/Ulf Nilsson, Eva Eriksson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 

5 Ecosystem 
Be a friends to trees/ Patricia Lauber 
and Holly Keller 

나무하고 
친구하기 

6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
sumption 

Bridie’s Boots 
/Phil Cummings & Sara Acton 

빨간 장화의 
지구여행 

7 
Human 

rights, Social 
justice 

Bus ride/ William Miller and John 
Ward 

사라, 버스를 타다 

8 Ecosystem 
Cactus Hotel 
/Brenda Z. Guiberson 

선인장 호텔 

9 Peace, Safety Erika's story/Ruth Vander Zee 에리카 이야기 

10 
Citizen  

participation 
Extra Yarn/ Mac Barnett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 

11 
Interspecies  

equity 
Eyes of the wolf 
/Daniel Pennac 

늑대의 눈 

12 Ecosystem Five Little Fiends/Sarah Dyer (없음) 

13 Biodiversity 
Good Night, Firefly 
/Gabriel Alborozo 

잘 자, 반디야 

14 Ecospace Green/Laura Vaccaro Seeger 
세상의 많고 많은 
초록들 

15 
Habitat,  

Sustainable 
city 

Home in the sky 
/Baker, Jeannie 

나의 하얀 비둘기 

16 Peace, Safety 
Home of the brave 
/Katherine Applegate 

빛의 아이들 

17 
Market  

economy 
Hope for the flowers 
/Trina Paulus 

꽃들에게 희망을 

18 
Interspecies  

equity 

Ivan – The Remarkable True Story 
Of The Shopping Mall Goril-
la/Katherine Applegate 

안녕, 아이반 

19 Ecosystem 
Lifetimes: A beautiful way to ex-
plain death to children 
/Bryan Mellonie 

살아 있는 모든 
것은 

20 Ecospace,  Mother earth/Nancy Luenn 지구는 우리 

https://www.google.co.kr/search?espv=2&biw=1366&bih=676&q=cactus+hotel+by+brenda+guiberson&sa=X&ved=0ahUKEwiGrvC2xN7PAhWHmJQKHZnNAVoQ4QIIG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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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ystem 엄마예요 

21 Conservation 
Oi! Get off our Train! 
/John Burningham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22 Biodiversity Pum! Pum!/David Cali 탕! 탕! 곰 사냥꾼 

23 Biodiversity 
Rain rain rain forest 
/Brenda Z. Guiberson 

주룩주룩 열대 
우림 

24 
Sustainable  
village, city 

Sidewalk Flowers 
/Lawson, Jonarno 

거리에 핀 꽃 

25 Biodiversity 
Song Of The Water Boatman And 
Other Pond Poems 
/Joyce Sidman 

봄 여름 가을 
겨울 연못 이야기 

26 Ecosystem 
Spoonbill Swamp/Brenda Z.  
Guiberson 

저어새와 악어 

27 Human rights 
The Bear Who Wants to be a 
Bear/Jörg Steiner and Jörg Müeller 

난 곰인 채로 
있고 싶은데… 

28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Biggest House in the World 
/Lionni, Leo 

세상에서 가장 큰 
집 

29 Ecosystem 
The Giving Tree 
/Shel Silverstein 

아낌없이 주는 
나무 

30 Ecosystem 
The Living Earth 
/Schmid, Eleonore 

살아 있는 땅 

31 
Environmen-
tal problem 

The lost lake/Allen Say 잃어버린 호수 

32 
Cultural  
diversity 

The Man/Briggs, Raymond 작은 사람 

33 
Gender  
equality 

The paper bag princess 
/Robert Munsch 

종이 봉지 공주 

34 
Cultural  
diversity 

The rainbow fish 
/Marcus Pfister 

무지개 물고기 

35 Ecospace 
The Stranger 
/Allasburg, Chris Van 

나그네의 선물 

36 Ecosystem The very hungry caterpillar 배고픈 애벌레 

37 Ecosystem 
The Water's Journey 
/Eleonore Schmid 

물의 여행 

38 
Cultural  
diversity 

Two of everything 
/Babette Cole 

따로따로 
행복하게 

39 
Natural cy-
cles and sys-

tems 

Water Dance 
/Locker, Thomas 

온 세상 물의 
왈츠 

40 
Sustainable  

village,  
Ecosystem 

Water witcher/Jan Ormerod 물을 찾는 아이 

41 
Natural cy-
cles and sys-

tems 
Water/Frank Asch 물 이야기 

42 Cultural  We are all born free 우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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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Amnesty International 소중해요 

43 
Democratic 

citizen 
Weslandia/Fleischman, Paul 웨슬리 나라 

44 
Sustainable 
village, city 
Ecosystem 

Whadayamean 
/Burningham, John 

뭐라고? 

45 
Ecological 
footprint 

What if? /Granström,  
Brita, Granstrom, 

어떻게 될까요? 

46 Ecospace 
Where the forest meets the 
sea/Jeannie Baker 

숲과 바다가 
만나는 곳 

47 
Cultural  
diversity 

Whoever you are/Mem Fox (없음) 

48 
Interspecies 

equity 
Wild animals in captivity / Laidlaw, 
Rob 

동물원 동물은 
행복할까? 

49 
Interspecies  

equity 
Zoo/Anthony Browne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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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ESD 수업을 위한 영어 그림책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일시 2016.  10 .  18. ~ 10.  27.   . 대상 6th/ 

ESD 

주제 
생태계 

코드 
총 차시 3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 

영어 

듣기 
쉽고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말하기 그림, 실물, 동작에 관해 한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읽기 
쉽고 짧은 글을 읽고 줄거리나 목적 등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쓰기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한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학 

6과05-01. 생태계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있다. 

6과05-02 비생물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6과05-03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학습목표 

내용

(ESD)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이해하고, 

생태계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언어

(ENG) 

「Five Little Fiends」 그림책을 읽고 장면에 대해 한 두 문장

으로 표현하며, 이야기의 중심내용을 파악하여 발표할 수 있

다. 

주요 표현 

단어 

take, without, stow, statue, decide to, surrounding, prize, 

flow, stay, stand, admire, stare, glow, marvel, realize, put      

back 

문장 
One took        . (the sun/ the land/ the sky/ the sea)  

A could not        without B.  A decided to         . 

그림책  

분석 

제목 Five Little Fiends 작가 
Sarah 

Dyer 

분석  

결과 

 

수업 전략 
수업  

재료 

1) Word worksheet(Before/During/After), Picture cards 

2) Concept map, News video c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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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Self-assessment of level of word knowledge, Three-level 

comprehension guide (Before/During/After), Teacher Read-

Aloud, Concept map, What if?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SIOP  

요소 

준비 

1 내용 영역의 적용 ✔ 

2 배경지식과의 연결 ✔ 

3 과거 학습과의 연결 ✔ 

4 통합 전략 ✔ 

비계 

세우기 

5 시범 보이기 ✔ 

6 따라서 연습하기 ✔ 

7 독립적인 연습 기회 ✔ 

8 이해 가능한 입력 ✔ 

학습집단 

구성 
전체 학급  소집단 짝 활동 개별 활동 

통합적  

언어 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적용방법 직접 체험 
의미 있는  

활동 

목표와  

연관됨 

참여를 촉

진 

평가방법 개별 평가  집단 평가 지필 평가 구술 평가 

 

교수▪학습 과정안 

날짜 2016. 10.  18. (화) 대상 5-보람반 차시 1/3 

학습목표 
언어 

「Five Little Fiends」를 읽고, 단어와 문장의 뜻을 파악하여 발표할 

수 있다. 

내용 「Five Little Fiends」를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수업 

단계 

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주의점(▪) 및  

학습 자료(△) 

도입 

동기

유발 

 

 

◎ 동기유발 

* 표지를 통한 책 내용 추측

하기 

- What do you see in this 

cover of the book? 책 표지에

서 무엇이 보이나요? 

- What is the title of the 

book? 책 제목이 뭐예요? 

- Who is the author of this 

book? 이 책의 작가는 누구인

가요? 

- Can you guess what we are going to learn? 무

엇에 관해 배우게 될지 짐작할 수 있나요?  

 

5 

△사전 단어 

테스트 활동

지, 「Five 

Little 

Fiends」책, 

pdf파일 

∙ 수업 시작 

전 단어 사전 

테스트를 결

과를 보고, 학

생들의 수준

에 따라 한국

어를 사용하

는 정도를 조

절한다. 

∙ 추측은 자유

롭게 할 수 



 117 

있음을 강조

한다. 

학습

목표 

제시 

◎ 목표 제시하기 

- 언어 목표(language objectives): 「Five Little 

Fiends 」 를 읽고, 단어와 문장의 뜻을 파악하여 

발표할 수 있다. 

- 내용 목표(content objectives): 「 Five Little 

Fiends」를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단어를 전부 

학습하는 것

이 목표가 아

니라 이야기

를 이해하기 

위한 단어학

습임을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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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활동1 

 

 

◎ 활동1) 그림책 삽화 보고 추측하기 

* 글이 제거된 그림책의 삽화 보기 

- I'll show you the picture book without words. 

Please guess the story. 글을 뺀 그림책을 보여주

겠어요. 이야기 내용을 추측해보세요. 

* 삽화에서 볼 수 있는 것 발표하기 

- What do you see in this picture? 그림에서 무엇

이 보이나요? 

* 등장인물 및 행동, 일어난 사건 발표하기 

- Who is the character of this story?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 What are they doing?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요? 

- What happened in this scene? 이 장면에서 무

슨 일이 있었나요? 

* 짝과 함께 추측한 내용 상의하기 

- Let's talk about the story with your partner. 짝

과 함께 이야기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 What is this story about?  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 짝과 함께 추측한 내용 발표하기 

- Please share your idea. What did you guess? 여

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어떻게 추측했나요? 

8 △글이 제거

된 그림책 

PPT 

▪ 각 페이지

마다 학생들

에게 삽화를 

관찰하고 내

용을 추측할 

수 있는 질문

을 한다. 

 

 

 

 

 

 

 

▪ 모르는 단

어가 있어도 

추측할 수 있

음을 강조하

여 활발한 참

여를 유도한

다. 

 

 

 

△ 상품 

▪ 가장 비슷

하게 추측한 

팀에게 상품

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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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 활동2) 그림책의 단어 및 표현 학습하기 

* 그림책 읽어주기 

- I'll read the story to you. Listen carefully. 

- (학생들에게 화면으로 그림책을 보여주며 읽는

다) 

- What is this story about? 무엇에 관한 이야기

인 것 같나요?  

* 짝과 함께 단어와 문장 뜻 추측하기 

- Which word do you remember from the story? 

이야기에서 어떤 단어가 기억나나요? 

- Guess and write down the meaning of the 

words on your paper with your partner. 짝과 단

어의 뜻을 추측하고 종이에 써보세요.  

* 단어 듣고 따라 말하기 

-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잘 듣고 따

라 하세요.  

- Please write down the original meaning of the 

word. 단어의 본래 뜻을 써보세요.  

* 문장 배우기 

 
- How can you say 'A가 B를 가져갔다'in 

English? 'A가 B를 가져갔다'를 영어로 어떻게 말

하나요? 

 

 
- How can you say 'A가 ~를 하기로 결정했다' in 

English? 'A가 ~를 하기로 결정했다'를 영어로 어

떻게 말하나요? 

 
- How can you say 'A는 B없이 ~할 수 없다' in 

English? 'A는 B없이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 Listen and repeat after me. 선생님을 따라 말해

보세요. 

10  

△ 그림책 

PPT, 단어/문

장 뜻 추측 

활동지 

 

 

 

 

▪ 단어와 문

장 뜻을 파악

하면서 이야

기의 줄거리

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다. 

 

 

 

 

 

 

 

△ 문장카드 

▪ 문장카드와 

뜻을 함께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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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3 

 

 

◎ 활동3) 이야기의 줄거리 파악하기 

* 이야기의 줄거리 정리하기 

- Let's read the story again.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 Look at the pictures and let's check the story of 

this picture book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의 줄거리

를 확인해봅시다.  

* Find the friends in order 게임 방법 설명하기 

- First, Find the friends who have the picture that 

you don't have.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림을 가진 친구를 찾

으세요.  

- Then Line up in 

order according to 

the story and come 

up to the front. 이야

기의 순서에 따라 줄 

선 뒤, 앞으로 나오세요.  

- When you make a line with all pictures in or-

der, you'll get the sticker. Collect as many stickers 

as possible then you would be a winner. 여러분이 

모든 그림카드로 순서를 만들고 줄 섰다면, 스티

커를 받게 될 거예요. 스티커를 많이 모으면 승자

가 되는 거예요. 

* Find the friends in order 게임 하기  

- I'll give you the picture cards. 여러분에게 그림

카드를 주겠어요.  

- Everyone stand up. Find the friends who don't 

have your card and make a line in order. 여러분 

모두 일어서세요. 여러분이 가지지 않은 카드를 

가진 친구를 찾고 순서대로 줄을 서세요.  

12 △그림책 그

림카드, 스티

커 

 ▪ 학생 몇 

명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시범을 보인

다.  

정리 

학습 

내용 

정리 

 

차시

예고 

◎ 학습 정리 

* 정리 퀴즈 풀기 

-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know the answer. 

정답을 알 경우 손을 드세요.  

◎ 차시 예고 

* 이야기에 담긴 지속가능성 개념 찾기 

5 △학습정리퀴

즈 ppt 

 

교수▪학습 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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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6. 10. 20. (목) 대상 5-보람반 차시 2/3 

언어  

학습목표 
이야기를 읽고 그림, 실물, 동작에 관해 한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내용 

학습목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개념을 찾고 설명할 수 있다. 

수업 

단계 

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주의점(▪) 및 

학습 자료(△) 

도입 

 

전시 

복습 

 

 

 

 

학습

목표 

제시 

 

◎ 전시 복습 

- What did we learn last time? 저번시간에 우리

가 무엇을 배웠나요? 

- Which sentence do you remember? 어떤 문장

이 기억나나요? 

- Which scene do you remember? 어떤 장면이 

기억나나요? 

 
- Can you tell me any sentence filling this 

blank? 빈칸을 채워서 어떤 문장을 말해줄 수 

있나요? 

◎ 목표 제시하기 

- 언어 목표(language objectives): 그림, 실물, 

동작에 관해 한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내용 목표(content objectives):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개념을 찾고 설명할 

수 있다.  

 

3 

△ ppt 

전개 

 

활동1 

 

 

 ◎ 활동1) 이야기 속 지속가능성 개념 찾기 

 
* 각 요소들간의 연결관계 파악하기 

- Do you remember the connection between 

them? 이들 사이의 연결을 기억하고 있나요? 

- Would you tell me how they connect to each 

other?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 생태계 개념 알기 

- Like this, the living things in this earth are 

connected each other even with the sun and 

water. 이렇게 지구에 있는 생물은 서로 연결되

 △ppt 

 

∙달의 경우 

비생물적 요

소로 볼 수 

없음을 주의

하여 제외하

고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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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요. 심지어 태양과 물과도 말이에요.  

- The interaction between this living things and 

abiotic factors called 'Ecosystem'. 생물과 주변의 

비생물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 비생물적 요소 개념 알기  

- 생태계를 이루는 것에는 생물만 있는 것이 아

니라, 비생물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생물적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The sun, water, soil(land), air etc. 태양, 물, 

땅, 공기 등 

 

활동2 

 

 

◎ 활동2) Five Little Fiends and the living things 

* 연결관계 파악하기 

- Let's find another connection between the 

plant and the abiotic factors. 비생물적 요소와 

식물간의 다른 연결도 한 번 찾아 봅시다.  

- How about the sun and the plant? 태양과 식

물은 어떠한가요? 

<example> 

 
* 동물들과 비환경적 요소들 간의 관계 살펴보

기 

- Here is a picture similar to the picture from 

the last lesson but what are the differences? 여

기 저번시간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어

떤 점이 다른가요? 

- How do they relate to one another? 그들 서

로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Try to use the sentence form that we learned 

 
* Five Little Fiends and Me 

- Then, how about us? The human beings? 그

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은? 

- How do we relate to each other inside ecosys-

tem? 우리는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

어 있나요? 

- Let's make a connection between human be-

ings and the living things or the abiotic factors. 

사람과 생물 또는 비생물적 요소와의 연결을 만

들어보세요.  

5 △ 생태계 연

결 ppt 

 

∙ Ecosystem, 

abiotic, biotic 

factor 등의 용

어를 영어로 

언급할 수 있

으나, 학습자 

수준에 따라 

영어 용어의 

출현 빈도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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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is, everything in this earth is connected 

together even with the sun and the water. 이렇

듯 지구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심

지어 태양과 물과도 말이에요. 

활동3 ◎ 활동3) 개념지도 만들기 

* 관련 있는 연결 찾아 개념 지도 만들기 

- Can you find any other connection in this 

picture? 그림에서 다른 연결도 찾을 수 있나요? 

- Please draw all the arrows between these. 이

것들과 관련 있는 모든 화살표를 그려보세요. 

- I'll give you the paper and the picture of the 

biotic/abiotic factors per a group. Please put the 

pictures on your paper. Draw the surroundings 

and mark the connection between them. 모둠당 

하나씩 종이를 줄게요. 그림을 종이에 붙이고 주

변을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결을 표시하세요. 

* 개념지도 발표하기 

- Let's present the concept map of your group. 

여러분 모둠의 개념지도를 발표해봅시다. 

- What else can be connected together? 또 다른 

어떤 것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 모둠별 평가하기 

- Put some stickers that you think it is good.  

 

△ 종이,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 그림, 매

직펜, 스티커 

▪ 배운 단어와 

표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자

료 제작 시에 

활용하도록 하

지만, 풍부한 

개념 표현을 

위해 한글의 

사용도 허용한

다. 

 

▪ 시간이 부족

할 경우 모둠

마다 찾아낸 

연결을 하나씩 

발표하도록 한

다. 

정리 

 

학습 

내용 

정리 

 

 

 

 

 

 

차시

예고 

◎ 학습정리 

* 활동지를 통한 학습 내용 정리 

- I'll give you a worksheet and write down your 

opinion on your paper. 활동지를 줄게요. 여러분

의 의견을 종이에 써보세요.  

*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발표하기 

- What did you learn from today's lesson? 오늘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 차시 예고 

- 다음시간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 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 내용 

정리 활동지 

 

교수▪학습 과정안 

날짜 2016. 10. 25. (화) 대상 5-보람반 차시 3/3 

언어  

학습목표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한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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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학습목표 

환경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

리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수업 

단계 

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주의점

(▪) 및 

학습 자

료(△) 

도입 

 

전시

복습 

 

 

 

동기

유발 

◎ 전시복습 

- How can you say '식물은 태양없이 살 수 없었다' in 

English? '식물은 태양없이 살 수 없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 The plant could not live without the sun. 식물은 태

양없이 살 수 없었다. 

◎ 동기유발 

* What if…?! 

- If we lived in this village with fiends, what would 

happen to us?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을에 악마들과 함

께 살고 있었다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 허용적

인 분위

기에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

록 한다.. 

 

학습

목표 

제시 

◎ 목표 제시하기 

- 언어 목표(language objectives):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한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내용 목표(content objectives): 환경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

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전개 

 

활동

1 

◎ 활동1) Think Now 

* 비생물 요소의 오염과 관련된 사진 제시 

- I'm going to show you several photos. At first, I'll 

show you the part of it. Please guess what it is. 선생

님이 몇 개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먼저 사진의 일부

만 보여줄 거예요. 무슨 사진인지 추측해보세요.  

- 4대강 오염, 미세먼지, 플라스틱 바다 등 

- I'll show you the video clip. What did you hear? 선

생님이 영상자료를 보여줄 거예요. 무슨 내용을 들었

나요? 

 △ ppt,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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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 활동2) THINK BETTER FUTURE 

* What would happen? 활동지 풀기 

- What would happen after this situation? Please 

guess the results and write down on your worksheet.  

이러한 현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를 

예상해보고 자신의 활동지에 써보세요.  

* Why this happen? 활동지 풀기 

- Why this happen? Please guess the reason of this.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를 추측해서 적어

보세요.  

* 생태계 파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What would happen to us?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

어날까요? 

- What can happen to you? 여러분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 ppt, 

활동지 

활동

3 ◎ 활동3) THINK BETTER FUTURE 

* 지속가능한 삶이란? 

- 사진을 하나 고르고, 사진과 잘 어울리는 '지속가능

한 삶'에 대해 내 느낌과 생각을 정리하는 표현 쓰기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기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사

진, 표어 

종이 

▪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표현할 

수 있도

록 돕는

다.  

정리 

학습 

내용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 3차시 수업의 마무리 소감 발표하기 

-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part of three les-

sons? 배운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

요?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 What should we do for sustainable future? 지속가

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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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1차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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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3차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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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n Evaluation tool for Selecting  

English language Picture books for Teaching 

ESD in Elementary classroom 
 

Ga-Young, So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elementary age children are required to learn English as a for-

eign language (EFL) and to learn abou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

ment (ESD). However, because ESD is an elective education program, stud-

ies show elementary students fail to engage with this material. To expand 

opportunities for elementary students to learn ESD concepts, this research 

shows an ESD related curriculum using English language picture books that 

can be used as EFL teaching materials in the elementary school. Because 

teachers do not generally have expertise in the ESD field, in this study, an 

evaluation rubric was developed to help teachers to choose picture books 

that could be used to teach sustainability concepts that were quality litera-

ture resource that could help develop English language learning. To describe 

the process for developing this tool, I discuss how this tool can be used to 

evaluate ESD related picture books and I offer a brief account of findings 

from a pilot project using picture books to teach ESD lessons in an EFL el-

ementary classroom in Korea.  

I reviewed literature about how to evaluate children’s picture books. I 

also examined Korea’s National Content Standards to identif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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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s and themes in ESD education that reflect ESD concepts recom-

mended for elementary learners in other educational contexts. Finally, I used 

the 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 (SIOP) model to identify key 

concepts and strategies needed to promote positive language learning. The 

evaluation criteria included three key scales and 6 subscales: 1) characteris-

tics of quality picture books (2 subscales), 2) ESD related themes and con-

cepts (2 subscales), and 3) EFL related themes and concepts (2 subscales). I 

describe the validation process for developing the evaluation rubric, which 

included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ing eight experts in the areas of ESD 

and ELF to help revise and strengthen out tool.  

I describe the results of my evaluation of several picture books as ex-

amples of how to use the criteria tool to critically review books for strong 

ESD content. I designed and implemented a short pilot project to help teach 

some lessons using books that were evaluated with the tool so I could ex-

plore the impact these books had on EFL students’ language and ESD con-

tent learning. Overall, I found that few books are high in quality in all three 

categories, which means that teachers will need to use multiple sources in 

their lesson development and selectively introduce parts of books to maxim-

ize ESD learning opportunities. In addition, I found that using ESD related 

stories promoted more opportunities for authentic and meaningful discus-

sions in the EFL class. Students learned about ESD concepts while also en-

hancing their English language learning.  

Students genuinely enjoyed learning with the picture books, which 

positively impacted on their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in the lesson and 

also promoted more and different forms of language construction – such 

as listen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The students also engaged in more 

talk during whole class and small group activities when using the simple text 

and illustrations as a resource for discussing more complex issues related to 

ESD concepts. I conclude with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and class-

room practice and I suggest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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