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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yang-Sook and S.-H. Gyemyong Ahn. 2017. An action 
research on a multicultural English language program for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Focused on English reading 
competencies, self-esteem, and learning skill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7-4, 865-900. This action 
research designed and implemented a multicultural English 
language program for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who were in 
unequal educational situations in Korean societ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imed to help five students in an alternative school to 
improve their reading competencies, their self-esteem, and their 
skills for self-directed and cooperative learning. To achieve the 
aims, it conducted the language program for about a year, 
pursuing to build up a most appropriate curriculum and most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s, and to adopt and utilize 
pedagogical methods and activities that best suit the needs of the 
student participants. The program evolved in two phases, the 
Foundation-Building Phase, and the Expansion Phase. The first 
phase focused on repeated learning, the aspect of self-esteem, 
etc. to boost up willingness to learn, which is to kick up their 
intrinsic motivation to improve reading ability and eventually to 
lead to self-directed learning. The second phase made on-going 
adjustments of learning activities to provide optimal learning 
experiences emphasizing cooperative and self-directed learning. 
Finishing the program,  the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hanges in reading competencies, self-esteem, and skills for 
learning, and importantly the researchers also grew in their 
educational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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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optimal learning 
experiences 

서론1. 

탈북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문제는 학업부진이다 학습결손. 
에 의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언어문제와 교육과정의 차이 등으로 
학업을 어려워한다 맹영임 길은배 최현보 부와 교육 그리( , , 2013). 
고 권력이 밀접하게 악순환을 이룬다는 점에서(Guinier and Torres 
2002), 소수집단으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 , 
놓여있는(Yoon 2010) 탈북학생들이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
어지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안학교의 탈북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참. A . 
여자들은 학습결손이 적은 편이었으나 영어학습에 있어서 많은 문 
제를 드러내었다 진단평가 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 

또는 와 같은 매우 쉬운 어휘를 모르는 학생도 있었다'foot' ‘head' . 
연구자는 교사가 자주 바뀌어 지속적인 영어수업이 이루어지지 않
았고 학생들이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 및 자
아존중감이 낮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목표로 교육과정 교수전략 등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현하여 학업 성취를 추구하는 다문화 교육적
인 접근을 하여 탈북학생들의 영어 성취도를 높이(Bennett 2015), 
기 위한 다문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즉 영어 성취를 . , 
힘들게 하는 요인들을 개선하는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실천을 시도하였다 먼저 학습결손 등에 의해 저조. 
한 탈북학생들의 영어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의 실천 및 평가 전략을 시도하였고 학습에 (Locke 2010),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탈북과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야
기되는 심리적 요인 과 언어와 경험 등의 차이(Kim and Sin 2013)
와 같은 문화적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를 반
영하는 지지적인 학습환경의 구축 등을 시도하였다(Chu 2010). 

이러한 교육적 실천방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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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교육목표로 고려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정고시를 대비하던 학습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고려하. , 
여 대학의 입학 또는 학문적 상황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읽기
능력 과 학습의지가 부족한 점에 대해 학(Grabe and Stoller 2001)
습동기의 부여에 효과적인 자아존중감(Maslow 1954) 함양을 돕고
자 하였다 둘째 이들 목표의 증진을 위해 탈북학생들에게는 부족. , 
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과 인지적 (Jung, Min, Park and Kim 2014)
성장에 효율적인 협동학습능력 을 학업성취의 매개로 고(Lee 2007)
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지적인 학습환경과 적합한 교육적 실천방. 
안의 구현을 위해 순환적 과정의 반복을 통해 교수 학습과정을 개-
선해나가는 실행연구 를 적용하였다(Riel 2010) . 

핵심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 ,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었는가 둘째 이 프? , 
로그램이 학생들의 읽기 역량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협동학습 및 자
기주도학습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론적 배경2. 

다문화 영어교육2.1 

소수집단은 그 집단이 속한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 ,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는데(Yoon 2010), 관련된 자본은 항상 가진 
자에게 호의적으로 분배되며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Guinier and 

이러한 점에서 우리사회에서 소수집단에 해당하는 Torres 2002). 
탈북학생들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 
회제도에 접근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영속화하는 힘의 역
학에 주목하는 비판적 접근 방식(Kincheloe and Steinberg 1997, 

재인용 에 기반한 다문화 교육을 통해 교육적 불평등Simon 2006 )
한 상황을 개선할 교육과정이나 제도를 통한 교육이 요구된다 이. 
러한 맥락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집단 출신의 학생들에게 공
평한 교육기회의 제공 교육과정의 변화 등과 같은 학교의 재구조, 
화 불평등한 사회구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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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역량을 포함해 세계에서 활약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개념
의 획득 등을 다룬다(Bank 2007, Bennett 2015). 

다문화 교육에 근간을 두는 다문화 영어교육 또한 같은 비판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탈북학생들은 학업적 심리적 문화. , , , 
적 요인에 의해 영어의 성취가 더 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 또는 보완하는 . 
교육적 실천방안으로 비판적 접근에서의 영어교육이나 문화반응교
수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절 참조(2.2 ). 

다문화 영어교육은 의사소통능력의 향상과 함께 언어와 문화가 
교차하는 간문화 상황에서 적절히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요구되는 
간문화 역량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Kim and Ahn 2017). 
이것은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가 반영이 되어 영어교육의 목표가 정
해지는 것처럼(Lee 2015), 다문화 영어교육의 목표도 다문화 사회
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 세계의 다문화화
로 영어 학습자는 문화와 언어가 조우하는 간문화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Jeong 2013, Park 
2014).  

요약하면 다문화 영어교육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개, 
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적 실천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소통능력과 간문화 역량
을 증진하는 것이 그 목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간문화 영역은 . 
제외하고 다문화 영어교육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의사소통능력의 향
상에 중점을 두었다. 

다문화 영어교육의 실천방안 2.2. 

탈북학생들이 영어교육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략 세 가지로 
논의가 될 수 있다 첫째 학업적 요인으로 영어 성취도가 저조한 . , 
측면이다(Lee and Ahn 2016). 탈북 중고등학생들은 영어학습을 
힘들어하고 있고 탈북 대학생들은 명 중 명이 휴학을 한다 남북3 1 (
하나재단 2014). 이유의 대부분은 입국 전 영어학습의 결손(Yun 
and Kim 2010)과 우리사회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우리사회는 영어능력을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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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 인식하여 영어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Lee 2011), 사 
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탈북학생들은 영어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한다. 둘째 문화적 요인으로 탈북학생들은 학습에 반영되는 언 , 
어 경험 학습방식에서의 차이로 학업을 힘들어하는 측면이 있다, , . 
예를 들면 북한에서의 수동적인 영어수업과는 달리 보편화된 의사, 
소통중심의 기능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수업과 교사의 판서가 4 ( , , , ) 
아닌 설명식 수업을 듣고 스스로 필기해야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어려워한다(권순희 2011, 외 인 특히 외국어 교육은  Jung 3 2014). 
지식 경험 문화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기 때문에 문화적 요, , 
인이 중요하다(Brown 2001). 셋째 심리적 요인으로 탈북학생들은  , 
탈북 또는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족해체와 부적응 등을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Kim and Sin 
2013) 위와 같은 요인들은 탈북학생들의 교수 학습 과정에 영향. -
을 미친다. 따라서 근본적인 현장 중심적 접근을 통해 영어능력과 
함께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교육적 실천방안이 필
요하다.

다문화 영어교육은 탈북학생들에게 적합한 현장 중심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비판적 관점 을 취하
면서 학생들의 언어유산을 교실로 수용하고 획일적인 평가를 피하
며 가능한 한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적 실천을 토대로 평가 전략
을 활용하는 영어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Locke 2010). 

또한 문화적이고 정서적 차원에서 문화반응교수(Chu 2010, Gay 
2010 의 실천을 통해 문화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추구할 )
수 있다 이 교수법의 적용으로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은 다양한 내. 
용과 방식을 포함해서 문화적으로 매개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지지적인 학습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경험
과 목소리가 교수 학습 과정에 수용되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 . 
분명하고 높은 기대를 가지고 소통을 해나가는 방식에 의해 학생들
은 건전한 자아개념과 내재적 동기도 형성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 
들은 사회적·문화적으로 적합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협동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반응교수는 문화적이며 . 
정서적인 측면에서 탈북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
천방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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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나아가 다문화 영어교육은 적합한 교육적 실천방안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학습과 관련된 탈북학생들의 부족한 심리적 욕
구를 충족시키는 자기결정성(Kumaravadivelu 2012, Miserandino 
2012)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심리 . 
적 욕구인 유능성 자율성 그리고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 
이다 유능성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해 내고자 하는 자신의 능력에 . 
대해 믿음을 가지려는 욕구이며 자율성은 자유의지와 자신의 선택 , 
및 결정권에 의해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리고 . 관계성은 만
족스럽고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원하는 욕구인데 이것은 개개인
의 학업성취에 밀접하게 관여하여 긍정적인 학습결과의 도출에 효
과적이다 이러한 .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학생들은 더 높은 동기
를 가지고 과제에 관여하여 수행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읽기 역량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습 기량2.3 , , 

제 언어의 학습자들에게 읽기 영역은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2
학습자는 읽기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Grabe 1991). 

대안적인 설명 및 해석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읽기는 학문. 
적인 과제를 수행하거나 언어 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이든지간에 독
립적인 학습의 주요 수단이 된다 한국에서도 검정고시 대학입학시. , 
험 전공과 관련된 원서읽기 등 읽기 영역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와 에 따르면 읽기 학습의 성공은 . Grabe Stoller(2001)
동기부여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에 적합한 교. 
재 및 활동의 선정과 성공 가능한 학습활동의 제공을 통해 학습에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의 읽기실력의 증진을 위해서 자
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에 의하면 학Maslow(1954)
업성취를 위해서는 자존의 욕구 충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우리 . 
사회에서 탈북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낮고 정체성 혼란 등을 겪는
다는 점에서 맹영임 길은배 최현보 자존의 욕구 충족이 필( , , 2013) 
요하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분명한 관점을 . 
가지고 성공을 기대하며 기량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황에 
접근한다 탈북학생들의 자아(Breckler, Olson and Wiggin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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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이 증진된다면 이들의 읽기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이런 자아존중감은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성공 경험을 통해 증
진될 수 있다 개인적인 경험은 자신 에 대한 태도에 분명한 . (self)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외 인 교사는 학습자의 (Breckler 2 2006). 
성공터전의 구축을 위해 학습자의 적성과 기질적 성향을 발견하고 
적절한 목표 설정 및 생산적인 피드백 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소크라테스 대화법도 자아존중감 증진에 (Joseph 1994). 
도움이 된다 서동은 이 대화법에 의해 학습자는 스스로 배( 2013). 
우고 추론 및 토론하는 경험을 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아울러 윤리적인 사유를 경험하면서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을 . 
얻게 된다. 

셋째 읽기 능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협동학습과 자기주도학습과 , 
같은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기는 협력. 21 (DeSeCo 
2005)의 중요성과 함께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학습
자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송인섭 이 두 능력이 요구된다 학( 2006), . 
습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읽기 역량 중 인지적 성장을 도
모할 수 있고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참여와 협력(Lee 2007), 
을 통해 긍정적인 소속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충옥 외 인 ( 10

자기주도학습 경험 박효정 김민조 김효원 박민선 임선영 2009). ( , , , , 
송인섭 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 내재적 동기 자발성 2011, 2006) , , 

등의 형성에 효과적인데 이 요인들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지, 
속가능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탈북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하
겠다. 
  

연구방법 및 학습 기획3. 

연구 참여자3.1 

본 연구는 계획 및 실행 그리고 자료의 분석 및 반성의 과정이 
순환되어 진행된 실행연구이다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Rie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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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배경의 탈북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졌다 그 A . 
학교는 북한과 중국 출생의 탈북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부 과정에 소속된 명을 대. 5
상으로 주 회 차시의 정규 영어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학생 2 4 . 
참여자 프로파일은 표 과 같다1 .  

표 학생 참여자 프로파일 1. 

참여자들은 중국과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영수를 제외한 학
생들은 중국에서 학원 경험도 있었다 북한에서 학교를 다닌 영수. 
만 입국 전에 영어학습 경험이 전혀 없었다 기우는 아기였을 때 .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다 덧붙이. 
면 유일하게 영수는 한국에서 일반학교의 경험이 있지만 적응을 못
하고 이곳 대안학교로 전학을 온 학생이다A .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다소 익숙한 중졸과 고졸 검정고시 기출문
제로 문항을 편집하여 진단평가 를 실시하였다 신20 (2014. 8. 28.) . 
체와 관련된 쉬운 어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조
금 어렵게 구성하였다 결과는 기우 점 미화 점 영희 점. 80 , 75 , 55 , 
영수 점으로 진단되었다 검정고시의 쉬운 문제로 출제된 것이라 40 . 
점수가 양호해 보이나 실질적인 학생들의 영어실력은 매우 저조했
다 주태는 월 중순에 합류하여 시험을 보지는 않았지만 유일하게 . 9
영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이었다 참고로 학습초기 영. 
수를 제외한 학생들의 한글실력은 매우 저조했고 주태는 전혀 한글
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름
가명

연
령

성
별 출생지 최종학력 영어 학습 경험

중국 북한 학교 학원 중국( )
주태 15 남 중국 중2, 

학기1 년 중국5.5 ( ) 년1

기우 16 남 북한 중2 년 중국5 ( ), 
년 한국1.4 ( ) 년2

미화 15 여 중국 중2 년 중국4 ( ), 
년 한국1.5 ( ) 년1.5

영희 16 여 중국 중2 년 중국5 ( ), 
년 한국1.4 ( ) 년2

영수 15 남 북한 인민
학교

없음 북한( ), 
년 한국3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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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참여자로는 대안학교에서 영어과 과목을 지도한 윤 교사A
가 참여하였다 윤 교사는 기업체가 후원하는 문화수업의 형태로 . 
진행되는 영어를 지도하였다 그리고 .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정규 영
어 교육과정을 지도하였다 연구자는 다문화 영어교육을 전공하였. 
고 사교육과 이전에 짧지만 탈북학생들을 교육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2 

본 실행연구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관찰자료 가공물 인터, , 
뷰의 세 범주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Phillips and Carr 2006). 
구일지와 관찰한 자료 등에 해당하는 관찰자료 학습활동과 녹음전, 
사자료 및 사전 사후 측정 자료 등의 가공물 그리고 설문조사와 비· , 
공식적 대화 등의 인터뷰 자료이다. 

영어 읽기 능력은 국가공인인증시험인 PELT(Practical English 
의 기출문제에서 Level Test) 사전과 사후에 각각 동일한 수준의  

다른 문항의 문제를 편집하여 측정되었다 초등수준에 해당하는 25 . 
급에서 문항 중 중 수준의 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Jr. 1, 2 18 , 1~ 2 

급에서 문항을 발췌하여 문항 당 점씩 총 점이 Standard 3 7 4 , 100
되게 하였다 사전평가는 년 월 일에 사후 평가는 년 . 2015 1 19 , 2015
월 일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사전과 사후의 결과 변화를 살피5 4 . 

면서 영어능력의 향상 정도를 검토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에 사용된 척도 로 측정되었다(Rosenberg Self-Esteem Scale)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 , , 이 도구는 2010). 개의 5 역 문항
을 포함하여 총 문항의 점으로 10 40 구성되어 있다 영어 읽기 능력. 
을 평가한 같은 날에 측정이 이루어졌고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였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점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
기 위해 단계 형식의 폐쇄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을 5 Likert 13 16
제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각 문항에 대해 응답을 선. 
택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적는 방식이다 차 설문은 년 월 . 1 2015 4

일에 차 설문은 년 월 일에 실시되었다27 , 2 2015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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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영어교육 프로그램3.3. 

다문화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3.3.1 

본 연구는 다문화 영어교육의 실천방안에 중점을 두면서 의사소
통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 
탈북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영어교육은 탈북학생들에게 적합한 (1) 
교육과정과 평가 전략을 구안하여 실천하는 것 학생들의 언어, (2) 
와 문화를 반영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 등을 
통해 지지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것 심리적 욕구의 충족으, (3) 
로 자기결정성을 높이는 것이 된다 이러한 실천방안을 토대로 참. 
여자들의 학습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전략을 도출하였
다. 

저조한 진단평가 결과와 학습의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1. 
학습 기반 다지기 단계 년 월 월 를 진행한 후 확(2014 9 ~12 )
장 단계 년 월 월 를 진행한다(2015 1 ~4 ) . 
학생들의 미래를 고려하여 대학의 입학 또는 학문적 상황 2.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읽기영역 중심의 학습을 시행하
고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한다.
학습의 성공을 좌우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핵심역량으로 3. 
이해되면서 인지적 성장에 효과가 있는 협동학습능력을 증
진한다. 
자발적 학습의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교실에서 반복학4. 
습을 실시하고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위해 생산적 피드백과 
긍정적 학습 경험 등에 집중한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적 실천을 토대로 평가 전략을 적용5. 
한다. 
학생들의 언어 문화 경험 등을 학습에 반영하며 개개인에6. , , 
게 높은 기대를 가지는 등 지지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동시에 정서적 지원이 되도록 한다.   
학습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자기결정성을 7.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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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다문화 영어교육 프로그램 기획2. 

이는 참여자들의 협동학습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학업성취의 매
개로 증진하면서 자아존중감과 읽기 역량의 증진에 중점을 둔 프로
그램이다 위의 프로그램은 기획단계에서 개관된 것으로 교육과정. 
을 개선해 나가는 실행과정에서 변경의 여지를 두었다 학습 기반 . 
다지기 단계와 확장 단계에서 사용한 교재 는 (Kim and Ahn 2017)
다음과 같다.  

표 읽기 교재3. 

학습 기반 다지기 단계 확장 단계

목표
영어 기초 실력 향상시키기, 

자아존중감 증진시키기, 
자기주도학습의 발판 구축하기

영어 읽기실력 향상시키기, 
자기주도학습과 협동학습 능력 
기르기 자아존중감 증진시키기, 

학습
전략

반복학습의 실시와 자아존중감 
측면에 집중하기

반복학습과 자아존중감 측면에 
집중하기

적합한 실천방안의 구안 및 
평가 전략 시행하기 지지적 , 
학습환경의 구축과 심리적 

욕구 충족시키기

적합한 실천방안의 구축 및 
평가 전략 시행하기 지지적 , 

학습환경의 구축과 심리적 욕구 
충족시키기

단원 도서 

학습
기반 

다지기 
단계

읽기
학습

1
중학 영어 독해 레벨 외 인 다양한 ( 1) (Ko 3 2011): 
주제 학교생활 등 로 구성된 짧은 개의 읽기 자료 ( ) 8

읽기
학습

2
미운오리새끼 이야기 형제들에게 외면당한 후 힘든 : 

생활을 겪다가 자신이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됨

확장
단계

1 
단원

메이와 My neighbor Totoro (Miyazaki 1988): 
사즈키가 숲속의 정령인 토토로와 우정을 나눔

2 
단원

Amazing Grace (Hoffman and Binch 1993): 
그레이스가 친구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룸

3 
단원

외 인  An Asian company's mistakes (Shin 12 2014): 
중동의 언어문화를 몰라 약을 팔지 못하는 제약회사

4 
단원

외 인 위키피디아 참조Korean Doljabi (Lee 4 2009, ): 
돌잡이 문화의 유래와 진행절차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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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실행4. 

학습 기반 다지기 단계 4.1. 

이 단계에서의 학습은 소리내어 읽기(Read Aloud: Huang 
연습활동 등의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면서 2010), (Drill Activity) 

정독방식을 토대로 읽기자료를 자세히 이해하는 것으로 진행되었
다 읽기학습 에서는 학습과정에서 드러난 학습초기의 문제들을 해. 1
결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읽기학습 에서는 읽기 2
학습 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매우 긍정적인 학1
습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반. 
복학습과 자아존중감 측면 등에 중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 
을 위한 적합한 교육과정 지지적인 학습환경 그리고 학습하고자 , , 
하는 심리적 욕구의 구현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이다. 전반적인 
실행연구의 흐름은 그림 과 같다1 . 

그림 1. 읽기학습 의 실행연구 흐름1, 2

읽기학습 라포 형성 및 ( 1) 
높은 기대를 가지고 정독 

방식과 반복학습 전략 
등으로 개 지문학습  8

→
문제 도출 수업에 집중을 - 

못함 과제를 잘 안함, , 
읽기수준에 대한 불평 등 

→

 
실력에 따른 과제 조정, 긍정적 

학습경험 장려 반복학습과 , 
생산적 피드백 등의 강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 )

→
학습의지는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관찰됨
적극성 자신감( , )

→

반성 자기주도적 - 
학습의지 부족에 대해 

학습동기의 증진이 
요구된다고 판단 

→ 
읽기학습 학습동기 증진을  ( 2) 

위해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학습자료 사용 미운오리새끼( , 

소크라테스 대화법)
→

 
긍정적 학습결과 도출 학습의 몰입 ( ,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학습의지 및 , 
자기효능감 상승 읽기 실력 향상, , 

자기주도학습의 발판 구축)
 →

학습결과와 도출된 문제를 
바탕으로 확장 단계에 
적용될 보완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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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초기 도출된 문제의 해결을 통한 변화의 시작 4.1.1. 

학습을 시작한지 얼마 후 맞이한 추석연휴가 길어서 참여자들이  
중국을 다녀오게 되었다. 연구자는 약간의 과제를 내주어 복습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과제를 잘 해 온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 과
제를 통해 복습을 해야 실력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것인데 학생들은 
과제를 잘 해오지 않았고 그저 수업시간에만 할 수 있는 쉬운 학습
내용을 원했다.  

명절 전 월 일에 수업을 하고 한참이 지난 월 일 전주는 9 3 9 15 (
대체휴일 에 수업을 하는 데도 아이들은 기대만큼 숙제를 다 )
해오지 않았고 그동안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중... (
략 외워 오지 않았다 연구일지) ... .            (2014. 9. 15. )

또한 수업 내용이 어렵다는 불평이 학생들과 다른 교사들로부터 
여러 번 제기되었다 원래의 간단한 검정고시 수준으로 돌아가야 . 
하는지에 대한 갈등도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는 과제를 실력에 따. 
라 조정하면서 진도가 아닌 반복학습에 중점을 두고 기회가 될 때
마다 칭찬과 격려 등의 생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한명 한명에
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 나갔다.  

윤 교사 선생님이 그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하시겠지: 
만 지금 하는 수준을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걱정입
니다.

비공식적 대화                              (2014. 9. 22. ) 

수업은 흥미를 돋우면서 칭찬과 격려 및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
록 진행하였다 다음은 텍스트에서 반장으로 나오는 주인공 . Sora 
이야기를 우리 반 반장인 영수에게 적용한 수업내용의 일부이다.   

연구자 영수 : has great leadership skills?
학생들: Yes. 
연구자: (학생들이 를 따른다는 텍스트처럼Sora ) Do you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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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you follow ?
학생들 당연히 따르고 있어요: .
연구자 영수 : Why? Because he is responsible. is responsible 

and hardworking and handsome and kind.            
수업녹음전사                       (2014. 10. 6. ) 

영어를 좋아하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는 영수의 이름을 문장마다 
넣어서 학습을 하였다 텍스트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책임감을 가. 
지고 열심히 학습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처음에 연구. 
자와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꺼렸던 영수는 물론 모든 학생들이 즐
겁게 수업에 참여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서 조금씩 변화가 관찰되었다. 
실력이 저조한 미화와 영희는 칠판을 활용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다 칠판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도 좋아하는데다 긍정적인 . 
학습경험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자주 진행되었다 진단평가에서 사. 
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단어도 틀렸던 영수는 발음하는 방식에까지 
관심을 보이며1 영어학습에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우는 영어 . 
표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였다 주태는 한글. 
을 몰라서 해석하는 과업을 진행할 때 다른 학생들과 섞이지 못하
는 문제가 있었는데 연구자는 중국어를 사용하여 해석하도록 하였
다 읽기학습 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의지가 여전히 부족. 1
한 상황이었기에 학습동기의 증진이 더욱 요구된다고 반성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통한 영어실력의 변화4.1.2. 

읽기학습 에서는 학습동기의 증진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2
학습과정을 진행하였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 
미운오리새끼 지문과 관련 동영상으로 학습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
서 자아존중감의 증진에 효율적인 소크라테스 대화법2 서동은 (

  1 영수는 왜 tion (from attention 은 타인 이 아닌 션 으로 발음하는지에 대해 ) ‘ ’ ‘ ’
질문을 하여 연구자가 알려주었다 비공식적 대화(2014. 10. 27. ).
   2 총 개의 사실적 해석적 평가적 질문으로 구성된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적 15 , , 
용하였다 예시. : Why did his brothers and sisters laugh at him? Then what 
should w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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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였다2013) .  
학생들이 비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여전히 부족하였으나 이번 

학습 기간에는 자기효능감 및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의지가 
증진된 모습을 보였다 미운오리새끼의 수준이 학생들에게는 어려. 
웠지만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였고 연구자의 설명과 발음까지 따라하면서 텍스트의 학습에 몰
입하는 열정을 보였다. 

연구자: (rescued 설명) rescued 구조된 , same as saved. 
학생: (연구자의 발음을 수없이 따라함) rescued, rescued, 

rescued ...
수업녹음전사                                 (2014. 11. 5. ) 

연구자가 를 설명하면 학생들은 연구자의 발음을 여러 ‘rescued’
번 따라하면서 단어와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혹시 기억이 안나
면 다시 질문을 하였다 페이지로 된 미운오리새끼 학습이 이렇게 . 3
진행되었다. 

몰입은 타인에 의해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자체에 대한 즐
거움이나 도전에 초점이 맞춰지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촉진된다는 
점에서 송인섭 이번 학습이 학습동기의 유발에 효율적인 자( 2006), 
아존중감의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다음은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활용에서 학생들이 표현한 것이다. 
이번 학습이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또는 자아존중감에 도움이 되
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과 용기를 가지고 . 
살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이번 학습이 학생들의 내적동기를 유. 
발하여 학습의 몰입을 도운 것으로 짐작된다. 

영수 자기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아 갈 것이다.

주태: I will encourage myself to face difficulties.
기우: We should do homework.        

활동자료(2014.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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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생산적 피드백의 제공 반복학습의 진행 수업활동에 참, , 
여하는 긍정적 학습경험을 장려한 측면 등도 자기효능감 송인섭 (

의 조성으로 이어지는 자신감을 높이고자 활용되었다는 점에2006)
서 학업성취 및 내재적동기의 유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읽기학습 의 학습은 학생들의 읽기실력의 향상과 자기주도학습의 2
발판을 구축한 결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읽기학습 과 에서 학습. 1 2
한 모든 내용으로 다소 어렵게 출제된 기말고사 에(2014. 12. 15.)
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었다. 

       표 기말고사 결과4.    기말고사 점 수행 점( 90 / 10 )3

특히 진단평가에서 성적이 매우 낮았던 영희와 영수의 결과가 예상
보다 잘 나왔다 연구자가 그날 오후에 영희를 칭찬하자 영희는 오. 
히려 더 잘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응답하였다 연구일지 영수는 “ .” ( ). 
객관식 문제는 많이 맞춘 반면 주관식 문제는 많이 틀렸지만 그래
도 주관식도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시험지에서 확인되었다 연. 
구자는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의지와 잠재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학습에서 학생들은 긍정적 자아개념 내재. , 
적 동기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자기주도학습, 
송인섭 의 발판도 구축하게 되었다( 2006) .
그럼에도 이번 읽기학습 에서 약간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여전히 2 . 

학생들의 자율적인 수행능력 주석 이 ( 3) 부족하였고, 실행 측면에서
도 연구자는 어려운 용어 예 에 대해 여러 번 영어와 한( : naughty)
글로 설명을 하고 가끔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어를 사용하였
지만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음 학습에서는 모국어인 중국어를 기반으로 영어를 이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중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영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학

3 기말고사는 중간고사가 없었기에 시험범위가 많아서 사전에 약간의 힌트를 주 
었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출제했다 수행점수는 활동. 
자료의 일부를 과제로 제시하여 반영한 것이며 다 완성하지 못했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점수를 감하였다.

이름 주태 기우 미화 영희 영수
점수 85(79/6) 83(73/10) 71(64/7) 83(76/7) 56(48/8)



김향숙 안성호⦁ 881

생들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적 교수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 
자기주도학습의 발판을 구축한 것과 관련해서 다음 학습에서는 자
기주도학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유용한 전략이었던 
반복학습과 자아존중감 측면은 그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성
하였다. 

확장 단계 4.2. 

이 단계는 단원부터 단원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마찬가지1 4 . 
로 정독방식을 토대로 소리내어 읽기 추론하기 등의 다양한 전략, 
과 시각적 자료 를 비롯해서 개별 단원에 적절한 다양한 활동(PPT)
자료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졌다 모든 단원은 마지막 단계에서 단. 
원별 성취도 평가 및 텍스트 확장 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여
부를 점검하고 분석한 후 다음 단원의 학습계획에 반영하였다. 텍
스트 확장 활동에서 사용한 질문내용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소크
라테스 대화법을 바탕으로 구안되었다 확장 단계에서는 자기주도. 
학습과 협동학습 능력을 배양하면서 읽기실력을 증진하였고 모든 
활동은 읽기학습 의 내적동기의 유발에 (Grabe and Stoller 2001)
효과적인 최적의 학습활동을 제공하기 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위한 적합한 교육. 
과정 지지적인 학습환경 학습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의 구현을 , ,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표 와 같다. 5 . 

표 제 단원의 실행연구 흐름5. 1~4

단계 및 실행내용 학습결과 도출된 문제  보완점

제 단원( 1 ) 
학생들의 모국어와 
의사소통접근 방식 

등을 확대하고 
학습친화력과 

자기주도학습에 
중점 

학습친화력의 
증진 및 
텍스트를 
확장하는 
활동은 잘 

진행되었으나 
성취도 평가 

결과가 저조함

자기주도학습의 
부족 학생들의 , 

학습여건이 
고려되지 않음, 

문법 등 
추가적인 

활동자료가 
필요해보임

적합한 
학습활동의 
제공으로 

학습동기의 
부여 및 자발적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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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의 실천이 어려운 학습여건4.2.1. 

본 연구는 읽기학습 의 결과에 기반하여 이번 단원의 학습내용2 1
의 수준을 조금 더 높였다 중점을 둔 자기주도학습은 그림 에 예. 2
시한대로 벽에 부착한 어휘 판(Word Wall: Jasmine and Schiesl 

의 어휘를 외우고 수업과 과제의 수행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2009)
잘 습득하여 마지막 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소리내어 읽기 등의 방. 
식을 활용하여 학습친화력을 높이는데도 집중하였다 이와 관련해 . 
학생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 또는 감정 형용사를 선택하여 , 
대사를 흉내내는 활동에 매우 즐겁게 참여하였다 정독방식으로 수. 
업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쓰고 해석하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번 . 
단원 학습 기간에 학생들은 외부합창공연 준비로 힘들어하는 모습

제 단원( 2 )
동기부여와 

자기주도학습의 
강화를 위해 

최적의 
학습과정에 집중, 

텍스트와 
활동자료 보완

학습의 몰입 
및 자기효능감 

증진,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성취도 

평가 결과 
상승

도출된 문제가 
거의 없음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낸 

학습활동을 
다음 

단원에서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제 단원( 3 )
단원의 활동을 2
활용하면서 

협동학습 시작

협동학습 
능력의 증진, 
성취도 평가 
결과가 약간 

저조함 

학습여건의 
어려움 자발적 ,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이 
파악됨

학생 중심에서 
활동의 점검을 
통해 자발적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 단원( 4 )
반복학습을 

강화하여 명확한 
이해력에 중점, 

협동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의 

강화

상호작용 
기반의 인지적 
성장 자신감 (
등 자발적 ), 

학습능력 증진, 
성취도 평가 
결과 상승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는 
자율적 

학습능력의 
부족

교사의 
지속적인 

반성과 실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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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주 관찰되었지만 그럭저럭 학습을 해나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기대와는 달리 마지막에 가지 과업으로 진행된 3

성취도 평가의 결과가 매우 저조했다. 
   

표 단원 성취도 평가 결과 각 점 만점6. ( 50 )

그림 에 예시한대로 단원의 평가문제는 어휘 판의 어휘만 잘 2 1
외워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안하였는데 학생들은 어휘 
판의 어휘학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었다 연구자는 모든 문제. 
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해야 했다 영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럭저. 
럭 기억을 해내었다 영수는 영어실력은 저조하나 학습 기반 다지. 
기 단계에서 다소 자신감을 얻었기에 이번에 저조한 결과에 의해 
매우 좌절한 모습이었다 영수가 연구자의 도움을 마다했지만 연구. 
자는 좌절하지 않도록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 주었다 참고로 중국. 
어의 사용을 장려하였는데 해석문제에서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주태가 중국어로 작성하였고 영희도 중국어를 조금 활용 하였다.  
      

그림 어휘 판 좌 와 영희 우 의 두 번째 과업자료2. ( ) ( )

과업 유형 및 학생 주태 기우 미화 영희 영수
사건의 배열 문제 (1) 8  19 6 19 25 6
단어 골라 채우기 (2) 19

문제  40 32 24 24 3
해석 문제 (3) 22  39 23 23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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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과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먼저 학생들의 자율적 , 
수행능력이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과제를 제시하면 텍스트. 
를 그래도 베껴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했던 문. 
제는 연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학습여건이 훨씬 어려웠
던 부분이다 즉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학습여. 
건이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학생들의 기상 시간은 새. 
벽 시인데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빈번한 공연연습으로 인해 학5
습에 집중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학생들은 피곤해서 몸을 책상. 
에 붙여놓고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습 기반 다지
기 단계 보다 조금 더 어렵게 구성된 이번 학습은 학생들에게 동기
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다음은 학생들의 관련 반응이다. (2015. 2. 
11.).

영수 수업에 잘 집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뜻대로 잘 안된 : 
것 같다.

기우 수업시간에는 선생님 말씀에는 잘 집중은 못했다: .
영희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   

또한 활동자료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였다. 그 예로 그림 의 2
오른쪽에 예시된 과업의 번 문제는 문법문제이다 이번 단원16~19 . 
에 자주 등장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문제를 풀어보면서 학습한 

번 미래시제 구문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추었는데 19 (be going to) 
간단히 학습한 다른 구문 번 은 어려워했다 다른 구문은 작(16~18 ) . 
년에 학습을 한 적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간략히만 학습하였는데, 
돌아보면 형태에 집중하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부분이었다(Lightbown and Spada 2006).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본 결과 단원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 1
은 학습이었다 따라서 읽기학습의 성공이 동기부여에 달려있다는 . 
점에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활동의 제공으로 동기부여 및 자발
적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박효정 외 인 ( 4 2011, Grabe and 
Stoll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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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학습활동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증진 4.2.2. 

앞 단원의 실행결과를 바탕으로 단원에서는 학습활동을 보완하  2
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측면과 자기
주도학습 측면을 강화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고려하여 . 
조금 쉽게 구성한 텍스트와 단원보다 더 많은 시각적 이미지1

를 텍스트에 맞게 반영한 자료 그리고 관련 연구(PPT) (Kim and 
Ahn 에서 언급한 바와2017) 같이 하위수준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도입단계 에서 주인공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 (Nunan 1999)
공유 등을 통해 텍스트에 몰입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림 문장 플래시카드와 3. PPT

또한 문법활동 자료로 명확한 이해를 도왔고 매 시간 마무리 단
계에서 문장 플래시카드 로(Komachali and Khodareza 2012) 학습 
한 어휘 문법 등을 잘 익힐 수 있었다 특히 문장 플래시카드는 학, . 
생들의 동기부여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연구자가 하나씩 넘기면
서 맞추게 하였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기억을 잘 못해도 두 번째
는 대부분 기억을 해내었다. 위의 그림 은 관련 활동자료이며 다3
음은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미화: 그림 보면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ppt) .   
기우 플래시 카드로 외우고 맞출 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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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는 끝나고 또 ( ) 공부할 수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게 
좋았어요.

영수 애니메이션 으로 공부를 하니 더 재미있고 머릿속에: (ppt)
팍팍 들어와서 공부가 재미있었다.          

( 학습일지2015. 3. 16. ) 

또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어
휘 판을 본 횟수를 스스로 체크리스트에 매일 기록하게 하였다 그. 
리고 그림 에 제시한 바와 같이 4 매시간 자신의 학습태도를 반성하
는 시간도 가졌다 수업태도를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 뿐 아니. 
라 연구자도 학생의 수업태도를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 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자료와 연구일지의 기록이다.     

 

그림 4. 학습태도 반성 영수 과 미화( ) Cloze test( )

영수가 하 라고 기록한 날이 있다 중략 하지만 작성된 ‘ ’ . ... ( ) ... 
학습 태도를 보고 실제로 집중을 하지 못했음을 파악했다 연. 
구자도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학생 본인도 집
중을 제대로 못한 것을 인정하고 더 잘 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5. 3. 4.)

단원은 단원보다 학습 부담이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2 1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자극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촉진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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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된 평가 결과로 이어졌다.

             표 단원 성취도 평가 결과 7. 각 점 만점( 50 )

학생들은 연신 내내 쉬웠어요 어렵지 않아 잘 한 것 같아요“ ” “ ” 
재미있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 영수는 단원 때와는 “ ” . 1

달리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혼자서도 
많은 것을 해결하였다. 이번 학습이 학생들의 학습 몰입을 촉진시
켰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학생들의 능력에 적합하여 최적
의 경험에 효과적이었다고 이해되었다(Grabe and Stoller 2001). 
다음 단원에서 이번 단원의 활동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어려운 학습여건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에서의 차이4.2.3.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점차 발전하고 있기에 이번 단원에서는 협3
동학습능력의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 학습은 단원의 긍정적인 성. 2
과를 낸 활동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진행되었다 관련 연구. (Kim 

에 언급한바와 같이 전개단계와 마지막에 텍스트를 and Ahn 2017)
확장해보는 활동에서 협업 기반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텍스트 . 
내용을 요약하여 협업에 의해 중동방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써 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협동학습의 이점을 확실히 인
지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중동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은 어렵지만 . 
협업 덕택에 빨리 끝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주태: We can think together about something.
영희 여럿이 해서 더 빨리 쓰고 협동심이 길러졌다: ( ) . 
미화 혼자 쓰면 힘들 텐데 여러 사람이 거꾸로 쓰는 것을 같: 

이 하니 효과적이었고 문화차이를 느꼈다.   
수업녹음전사(2015. 3. 30. )  

과업 유형 및 학생 주태 기우 미화 영희 영수
사건의 배열 문제 (1) 4 50 50 50 50 13

문제(2) Cloze test 15 50 50 33 43 7
해석 문제 (3) 10 45 45 30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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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긍정적인 협동학습의 결과와는 달리 단원의 활동을 활용  2
한 이번 단원의 평가 결과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의 차이가 발
견되었다. 주태 기우 영수의 결과는 더 좋아진 반면에 미화는 단, , 2
원보다 점이 낮았고 영희는 점이나 떨어졌다1 20 . 참고로 협동학습
에 중점을 두면서 성취도 평가는 가지 과업으로 측정되었다2 . 

   표 단원 성취도 평가 결과 8. 각 점 만점( 50 )

  
검토결과, 이번에 학생들이 또 다시 합창공연준비로 힘든 상황이

었고 게다가 이른 새벽 시 분 에 기상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3 30 )
여 새벽예배를 드렸던 것이 학습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 저조한 결과를 낸 영희는 검정고시를 병행하였기에 학습여건이 . 
더욱 좋지 않았다 영희는 이번에 어휘 판을 본 횟수 회 가 단. (15 ) 2
원 회 보다 줄었고 전혀 보지 않은 날도 일 연속하여 있었다(19 ) 4 . 
대신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이번에 저조한 학생들의 결과는 크게 문
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학생 중심으로 활동 박효정 (
외 인 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조금 더 4 2011)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협동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의 강화를 통한 긍정적 결과 도출4.2.4. 

단원에서는 단원까지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협동학습과 자기4 3
주도학습을 더 강화하였다.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3
단원에서 측정결과가 부진했던 학생들을 위해 명확한 이해력을 돕
고자 반복학습에 더욱 신경을 썼고 어휘학습은 횟수를 적는 것 외
에 철자까지 외우는 활동을 추가하였다 또한 자발적 학습의 촉진. 
을 위해 사전에 평가방식을 상기시킨 후 성취도를 평가하였다 이정(
희 외 인 모든 활동은 전개단계에서부터 협업으로 진행되9 2009). 
었다 관련 연구 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협동학. (Kim and Ahn 2017)
습에 의해 돌잡이를 학습하고 문화 알기의 틀 에 정(Moran 2001)

과업 유형 및 학생 주태 기우 미화 영희 영수
문제(1) Cloze test 13 50 50 33 43 7

해석 문제 (2) 10 45 45 30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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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후 그림 의 오른쪽의 예시처럼 요약하여 발표하는 수업으로 5
마무리하였다.  

이번 학습결과로 먼저 학생들은 상호작용 기반의 학습을 통해 인
지적 성장과 함께 영어학습에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그림 . 
의 왼쪽의 예시처럼 어휘를 본 횟수 외에 철자까지 외워서 작성해 5

본 활동은 어휘 외우는 것을 어려워했던 미화와 영희에게는 큰 도
움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후에도 이들은 철자학습에 자신감을 가
질 수 있었다.    

 

그림 5. 어휘 외우기 활동 기우 과 발표 자료 주태 기우( ) ( / )

돌잡이 발표는 그림 의 오른쪽의 예시처럼 주태와 기우 그리고 5 , 
미화와 영희가 각각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여 반반씩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영어실력이 많이 증진된 주태와 기우는 발표를 . 
상당히 잘 해냈다 미화와 영희는 읽기실력은 다소 부족했지만 몇. 
몇 단어의 읽는 방법을 질문하면서 발표를 끝까지 해냈다 학습초. 
기 주태를 제외하고는 어휘력이 빈약하였었는데 학생들의 영어실, 
력이 많이 증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화: 이해는 쉬웠고 단어도 많이 알게 되고 재미있고 이야기
도 어렵지 않아 잘 했어요.            

주태 앞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 .    
기우 앞에서 발표하고 자신감 생겨서 좋았다: .    

학습일지     (2015.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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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단원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능력이 많이 향상되4
었음이 관찰되었다 학생들은 어휘 판을 활용한 어휘학습과 과제를 . 
잘하고 있었고 수업시간에 스스로 필요한 내용도 제대로 필기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필기를 잘해야 쓰고 해석하는 과제를 . 
잘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작년에는 시켜야 필기를 했고 올해 1
단원에서도 그다지 자발적이지 않았었다 또한 사전에 주도적 학습. 
의 촉진을 위해 평가방식을 상기시켰는데 이정희 외 인 ( 9 2009), 
학생들은 평가에 대비해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였고 상승된 결과를 
이끌어냈다.

   표 단원 성취도 평가 결과 9. 각 점 만점( 50 )

영희 점수에 들어간다고 해서 단어 좀 더 많이 외웠어요 문장: . 
도 많이 읽으면서 외웠어요 그래도 시험은 잘못 봤지만. 
요. 

미화 공부 더 했어요 힘들어도 조금씩 공부했어요: . . 
          비공식적 대화(2015. 4. 29. ) 

그럼에도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는 자율적 학습능력은 여전히 부
족하였다 학생들은 읽고 쓰고 듣기를 하는 똑같은 과제는 잘 해 . 
왔지만 철자까지 외우는 활동에서 그림 의 예시처럼 어휘를 외워 5
서 상자 안에 적어오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는데 아무도 해오지 
않아서 수업시간에 함께 외우고 작성을 하였다 또한 수업시간에 . 
거의 정리한 돌잡이 내용을 협업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발표할 준
비를 해오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해오지 않아서 수업시간에 함께 작
성을 한 후 그 다음 시간에 발표를 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새로운 .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은 미흡했다 교사의 지속적인 반성과 실천이 . 
요구되었다. 

4 영수는 단원을 끝으로 가정 사정상 먼 곳으로 전학을 갔기에 단원에는 참석 3 4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학교를 방문하여 사후 측정에 참여하였다. .

과업 유형 및 학생 주태 기우 미화 영희 영수4

문제(1) Cloze test 14 50 50 36 47
해석 문제 (2) 10 50 40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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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문화 영어교육 종합5. 

본 다문화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관5.1 

본 연구는 영어 성취도가 낮고 영어학습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
게 적합한 교육적 실천을 시도하였다. 

학습 기반 다지기 단계는 학습의지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반복
학습 및 긍정적인 학습경험 등에 집중하면서 자아존중감 측면을 강
화하는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내재적동기를 이끌어 내면서 
결과적으로 읽기실력의 향상을 이끌어냈다 또한 . 학생들은 긍정적 
자아개념 내재적동기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형성하였다는 측면에서 , , 
자기주도학습의 발판도 구축할 수 있었다. 

확장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협동학습능력
을 배양하는 학습을 진행하였다. 단원에서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1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와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능력의 부족이 
나타났지만 단원에서 최적의 학습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2
학습여건과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구안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주도학습 측면을 강화할 수 있었다 단원에서는 협동학습의 결과. 3
는 긍정적이었지만 평가결과가 저조한 학생들이 있었다 단원에서 . 4
다시 자기주도학습과 협동학습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을 위한 적합한 교육적 실천 지지적인 학습, 
환경 학습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의 구현을 바탕으로 읽기실력 , 
및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주도학습과 협동학습 능력을 증진하고자 
한 것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를 반영한 것 학습상황을 고려한 학습, , 
활동 및 단원별 평가를 시도한 것 등의 모든 일련의 학습과정은 학
생들을 위한 적합한 교육과정 지지적인 학습환경 학습하고자 하는 , , 
심리적 욕구의 구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심리적 욕(3.3.1). 
구의 구현 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Miserandino 2012) , 
통해 유발된 학습의 몰입은 유능성의 발현을 도운 측면이며 자기, 
주도학습 등에 의해 자율성의 발현을 도왔으며 개개인의 학습에 , 
밀접하게 관여하고자 한 측면 등에 의해 관계성의 발현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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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으로 정리가 된다. 

학습자의 변화5.2 

첫째 영어 읽기 능력 평가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의 평균, (PELT)
이 점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16.8 . 
들의 읽기실력이 증진된 것이다 확장 단계에서 진행된 평가이기에 . 
학습초기의 실력과 비교하면 학생들의 실력은 상당히 향상 된 것이
다 눈에 뛰는 점은 학습초기에 시행된 진단평가의 결과 와는 . (3.1)
반대로 미화보다 영희의 점수가 더 상승하였다 영희가 적극적으로 . 
학습을 하는 것이 자주 관찰되었는데 표 이 평가가 결과에 그( 4), 
대로 반영이 된 것 같다.

표 영어 읽기 능력 측정결과     10. (PELT) 

   * p < .05

둘째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평균 점이 , 7.2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태를 제외한 
모든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체로 사후에 많이 상승하였다 주태는 . 
미리 교부한 텍스트를 예습하는 등 영어학습을 열심히 한 학생이
다 하지만 본 연구기간 동안 한글 습득 문제 등으로 담당 교사와 . 
문제가 있었고 이 일로 인해 기가 많이 죽어있었는데 이런 점이 , 
사후 평가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  

    표 자아존중감                 11. 측정결과   

  * p < .05

셋째 중점 학습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본 사후 설문, 
조사를 통해 본 영어교육에서 적용한 활동들이 학생들의 자발적 학

이름 및 점수 주태 기우 미화 영희 영수 평균 p
사전평가 76 52 40 56 24 49.6 .005사후평가 92 80 52 72 36 66.4

이름 및 점수 주태 기우 미화 영희 영수 평균 p
사전평가 26 23 21 21 23 22.8 .020사후평가 27 28 29 32 3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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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적 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 
생들은 학습이 거듭되면서 스스로 교사의 설명을 필기하고 어휘학
습과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등의 자발적 학습을 잘 하게 되었고 
돌잡이 발표 등과 같은 협업으로 진행된 학습으로 영어실력의 향상
과 함께 영어학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미화 활용 수업방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주었어: (PPT ) 
요 보면서 이해 잘 되고 재미있었다. . 

기우 소리 내어 읽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읽기 실: ( ) . 
력이 향상됐다.

기우 플래시 카드를 통해서 를 : ‘You can be (    ) you want’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활 중에 말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주태 플래시 카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서 문장이 어떻게 : ( )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영희 문법 배우기 위해서 우리 활동 자료 한 것들이 너무 재: 
미있는 것 같아요 문법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 . 
도움이 되었어요.      

주태 모르는 단어를 공부하고 책에 메모도 하고 다시 복습할 : 
수 있었다.

미화 매일 볼 수 있고 스스로 단어를 외우고 체크리스트에 : 
체크하면서 외워서 도움이 되었다.  

차 설문(2015. 4. 27. 1 )    
  
영희 친구랑 짝하고 협동하는 것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으니: . 

까 수업시간에 공부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미화 짝이랑 같이 하는 활동들이 좋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 

서 어렵지 않았어요.           
차 설문(2015. 4. 29. 2 )

연구 전반에서 학습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학생들의 정의적 변
화가 영어수업에서의 개선된 참여를 이루어내고 협업적이며 주도적
인 학습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져서 읽기 역량의 증진에 기여한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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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의 변화5.3 

연구자의 첫 번째 고비는 학습초기에 몇 차례 학생들과 교사들로
부터 학습수준에 대한 불평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많은 고민이 되. 
었지만 능력에 따라 과제를 조절하고 반복학습에 중점을 두면서 계
획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교육자로서의 소신이 필요했다 두 . . 
번째 고비는 확장 단계의 단원에서 교사의 열정과는 달리 1 저조한 
학습결과가 도출되었을 때였다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경험이 될 .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조정해 나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예를 들자면 특히 문장 플래시카드 그림 는 연구, ( 3)
자가 보기에도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상당히 효과적인 활동자료였
다 학문적 읽기 욕구의 충족을 위해 언어지도가 명확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문장 플래시카드가 그런 역(Grabe and Stoller 2001), 
할을 담당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역시 플래시 카드는 단원에서도 매우 유용했다 중략3 . ... ( ) ... 
학생들이 오른쪽에 가 인지 인지 많이 ‘ ’ on the left on the right
헷갈려 했지만 맞출 때마다 매우 즐거워했다 같은 문장이지만 . 
처음에 괄호를 만들기도 하고 가운데나 뒷부분에 괄호를 만들
어서 몇 번씩 중략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 ) ... .  

연구일지(2015. 3. 25. )

본 실행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체화하였다. 
첫째, 이전 학습경험과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르며 정서적 지원이 필
요한 학생들을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수용하는 등 지지적인 학습환경을 구안하는 것이 필
요하다 둘째. , 탈북학생들이 학습초기 자발적 학습의지가 부족한 점
에 대해서는 생산적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반복학습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학습 기반 다지기 활동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 ’ . 
탈북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여건 및 능력을 고려한 적합한 학습활동을 개발하여 최적의 학
습경험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다문화 영어교. , 
육의 실천 기획 표 도 필요하지만 개개인의 학습에 민감하게 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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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면서 최적의 학습경험을 구현해 나가는 교육자의 노력이 더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내재적동기를 
형성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 협
동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증진되면서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결론6.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교육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있는 
탈북학생들의 영어 성취도 증진을 위해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실
천을 가능하게 하는 다문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 능력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협동학습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증진하는 실, 
행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습 기반 다지기 단계와 확장 단계를 거치. 
면서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지지적인 학습환경을 구현하
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경험이 될 수 있도
록 학습활동을 조정해 나감으로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도출할 수 있
었다. 

현장에서 탈북학생들의 영어교육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 
는 탈북학생들의 삶의 맥락을 반영하는 수업을 기존의 Lee(2014)

교육과정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경험을 . 
반영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탈북학생들이 지니는 근본적인 문제에 
따른 교육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 
본 연구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연구결
과를 우리 사회의 모든 탈북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
다 따라서 다문화 영어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후속연구가 . 
많이 진행되어 더욱 발전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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