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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학습자 양식에 따른 영어 수업 연구

박선영
(광주계림초등학교)

초록
이 연구는 광주계림초등학교 4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VARK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자 스타일을 고려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행하였다. 생활 속 이야기 및 실생활 자료를
바탕으로 시각형(Visual), 청각형(Auditory), 촉각형(Tactile), 사회형(Sociable) 학습자를
위한 활동 및 여러 감각을 통합한 multi-sensory 활동을 투입한 결과 학생들의 흥미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Ⅰ. 서론

영어에 대한 우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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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부에 대해 중요시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영어를 왜 배워야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를 접하게 되며, 낯선 이국땅의 말로서 영어를 접하게 된다. 이미 학원에서 영어를 접한 학생들은
자신감 있게 수업에 참여하지만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경우 영어를 배우고 온 학생에 비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라는 문제로 씨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영어를 포기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영어포기자’들과 소위 학원에서 배워서 수업시간에 이를 뽐내는 ‘학원파’, ‘해외연수파’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양극화된 영어수업 상황에서 영어의 필요성, 그리고 아이들의 자신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고민
좀 더 교실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을 교실수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사
나름대로의 노력, 그리고 영어에 대한 중압감과 위축감 속에서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게다가 교실 영어수업은 자칫하면 실생활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런 소통 없이 ‘영어 낱말/문장
암기’를 확인하는 기계적인 게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함정이 있다. 우리는 각기 전투에서 벗어나,
어디에서 영어 교실에서의 ‘소통’의 열쇠를 찾아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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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자신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소통’의 열쇠를 찾기 위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영어의 필요성’은 결국 실제 생활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생활이라 하여 거창하게
TV 나 영화에서 나오는 영어, 인터넷, 길거리에서 만나는 외국인(아주 드물게)라기 보다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소재가 되어 영어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아이들과 나에게
‘실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형성되는 ‘공감대’가 소통의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아이들의 ‘자신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게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 5 학년
때, 옆집 중학교 언니가 나에게 알파벳과 영어 단어를 가르쳐주었는데 뭔지 몰라서 위축되었던 경험,
그래서 언니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경험,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어서 영어 팝송이
좋아 영어를 좋아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실력이 늘게 된 경험이 떠올랐다. 그 때 스치는 생각이,
‘아, 아이들이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하게 하면 되겠구나!’였다.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활동 및 강점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을 분석해서 아이들에게 맞게
‘아이들이 잘 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공부하는 맞춤형 영어 수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연구의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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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여 실제상황에 바탕을 둔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학습스타일(Visual, Audiroty, Sociable, Tactile)을 고려한 활동을 구안하여 의사소통전략 중심
TEE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교실 안팎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실제 생활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Ⅱ. 설계하며

• 연구 대상 : 광주계림초등학교 4 학년 1 반 (총 23 명)
• 연구 기간 : 2012 년 3 월 ~ 2013 년 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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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천하며

단원별 의사소통 기능 및 목표언어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이야기책을 제공하고, 우리의 삶속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Authentic Story'를 만들어 수업에 활용하였다.

단원

의사소통기능

Storybook

자료 및 상황

안부 묻고 답하기

1. How Are You?

기쁨, 슬픔 표현하기
상태 표현하기

2. How's the
Weather?
3. You Look
Great!
4. What Time Is
It?

칭찬하기

교사자료,
학생자료, 사진,
교과서, News,
Drama, Video-clip,
Cartoon, Etc.
어디에서?

사실적 정보 묻고

영어교실,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제안하고 답하기

답하기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주의 끌기
사실적 정보 묻고

5. Wow, It's
Friday

답하기
약속 제안하고
응답하기
사실적 정보 묻고

6. How much Is It?

답하기
원하는 것 묻고
답하기

7. That's a Good
Idea!

어떤 자료를?

동의하기
반대하기

인터넷카페,
유튜브, 구글,
인디스쿨, mesenglish,
,등
어떻게?
동영상/사진
촬영 및 편집,
인터넷 자료
편집, PPT 제작,
등
어떤 상황에서?
학생들의
실생활(가정,
학교, 등)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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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hat Are You
Doing?
9. She's a Police
Officer
10. I Went Skating
Yesterday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격려하기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대화 지속하기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보고하기

➜Visual Learner(시각적 학습자), Auditory Learner(청각적 학습자), Sociable Learner(사회적
학습자), Tactile Learner(촉각적 학습자)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VAST interaction(학습자들의 학습양식을 고려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vast interaction(어마어마한 상호작용)을 꽃피게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 학생들의 학습스타일을 고려한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학습
스타일
시각형
(Visual)

활동장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애니메이션,만화
시뮬레이션,비디오
그래프, 마인드 맵
그림, 이미지
책,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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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북, 강의,
연설녹음, 녹음된 책
라디오, 대화, 토론,
담화

청각형
(Auditory)

짝이나 모둠과
함께하는 활동(퀴즈,
Word search 등)

사회형
(Sociable)

실생활 보기, 시범
실험, 육체적 활동,
조립하기,
역할극, 모델 만들기

촉각형
(Tactile)

➜ 학생들의 학습스타일을 고려한 수업의 예는 다음과 같다.

언제

영어
수업

영어수
업외

활동

활동 의도 및 효과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에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구안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방과 후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Phonics 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써 온 영어일기를
선생님께 읽어드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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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
습

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유익한 사이트를 안내하였다.

Ⅳ. 마치며

‘생활 속 이야기에서 꽃피는 VAST Interactioin’을 적용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의 바탕이 되는 4 기능에서 듣기 8%,
말하기 5%, 읽기 12%, 쓰기 4.5%가 향상되었다. 또한 태도
영역에 있어서 영어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 46%에서
62%로 16% 증가하였다. 자신감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는
자신감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1%에서 61%로
11%증가하였다. 이는 생활 속 이야기와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수업방식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 실생활 자료에 생활 속 이야기를 담아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이 수업에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상황과 맥락 속에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학습스타일(Visual, Audiroty, Sociable, Tactile)을 고려한 활동을 구안하여 수업한 결과, 다양한
스타일의 학습자들을 포옹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셋째, 교실 안팎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영어수업에만 사용하는 기계적인
영어가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살아있는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의사소통 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