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단원을 마치고 난 후에 학생들이 하는 자기 평가서(self-assessment) 부분에 아이들에게 수업에 대한
소감을 쓰는 장소를 마련하여 Learning Journal 을 쓰도록 하였다. 수업을 마친 교사도 Teaching
Journal 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였다.
IV. 연구의 결론
1.함께 공부하는 모둠 만들기의 실천을 통해
☞ 초등학교 이번 교실 수업 개선 사례에서 가장 고민 했던 부분은 쓰기 활동과 함께 모둠 영어 활동을
어떻게 접목시켜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다양한 활동의
아이디어와 함께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모둠활동을 격려해야 하였다. 대부분 학급에서의 영어 시간은
전체 활동이나 개별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게임을 할 때에 모둠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이것은 궁극적인
협력 수업(Cooperative Learning)은 아닌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게임 보다는 서로 도와주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는 협력 수업이 영어 시간에 더 많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어 쓰기 활동 개발의 실천을 통해
☞ 초등학교 6 학년 영어 쓰기지도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쓰기 수업을 할 수 있는
지도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구안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고
바람직한 교수․학습 모형을 정립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단원별 쓰기 지도안을 작성하여 수업
공개를 하고 관심 있는 교사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영어 쓰기 교육의 연구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하였으며, 더불어 교사들이 필요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는 쓰기 활동 자료집을 동료 교사와 함께
개발하여 쓰기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 의미 있는 쓰기 활동에 대한 평가 방안 구안의 실천을 통해
☞ 학생들이 매 단원 학습을 끝낸 후에 자기 평가 및 Learning Journal 을 쓰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쓰기 실력 향상은 물론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학생들의 작품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봄으로써
스스로의 영어 실력 향상 정도를 파악하고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쓰기의 바람직한 평가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학생들의 쓰기 뿐만 아니라 교사도 수업을 마치고 Teaching Journal 을
작성함으로써 쓰기 수업에 대한 feedback 과 자기 수업 반성의 좋은 경험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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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as teacher trainer. Her professional interests include Language Development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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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기반 역할놀이(Story-Based Role-Play, SBR)
영어 수업을 통한 통합적 영어사용능력 신장
김은주
(광주서석초등학교)

초록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는 말과 글을 통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이에 실생
활에 필요한 구어 및 문어 입력을 제공하는 이야기책과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자유롭게 영어
로 표현할 수 있는 역할놀이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이야기책을 통하여 목표 언어와
문맥을 학습한 후,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역할놀이를 시연하는 과정을 통한 학습 방법으로
서 스토리기반 역할놀이 모형을 개발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의 통합적 영어 사용능력 신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약 6개월 동안 연구를 실시한 결과 학
생들의 언어 4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이 모두 향상되었고, 자신감과 흥미도 역시 긍정적
인 변화를 보였다.
Keywords: 스토리 기반 역할놀이(Story Based Role-play, SBR) 모형, 통합적 영어사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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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목표 설정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인성을 함양한다.
스토리 기반 역할놀이(Story Based Role-play, SBR) 영어 수업을 위해 단원에 알맞은
영어동화책을 선정하고,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한다.
스토리 기반 역할놀이(Story Based Role-play, SBR) 영어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합적 영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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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4 학년 2 반 20 명(남 12 명, 여 8 명)

연구 기간

2012 년 3 월 2 일 ~ 2013 년 2 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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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1 : 영어 노출 환경 조성

▶상위인지 전략 환경 조성하기
홈페이지 및 설문지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알맞은 학습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구술 환경 조성하기

영어 우유 뽑기, English Speech Time, EBSe 의 영어 동요를 통하여 교실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문해 환경 조성하기

이름의 영어 철자 알려주기, 교실 속 물건 영어로 표기하기, 영어 동화책 비치를 통하여
교실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통합적 환경 조성하기
영어로 다양한 활동하기, 영어센터 활용하기
등을 통하여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인성 환경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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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효도일기 쓰기, 영어로 구성한 모둠일기를
통하여 가정과 소통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과제 2 : SBR 모형 개발

•Storytelling(1)
•Let's Practice
•Chant
•Let's Play(1)
•Let's Play(2)

•Storytelling(2)
•Let's Practice
•Song
•Let's Play(1)
•Let's Play(2)

•Let's Review
•Let's Play
•Let's Practice
•Make a Words
•Worksheet

•Let's Review
•Before Role-play
•Role-play
•Check-up

1~2 차시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에 제시되어있는 대화문 대신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책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영어 사용 상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3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철자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넣었다. 그리고 교사가 직접 제작한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문자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차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목표 언어가 포함된 역할놀이 대본을 창의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연습하여
시연해보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연구과제 3 : SBR 모형 실행

Storybook 으로
듣고, 말하기

각 단원별 목표 언어에 알맞게
선정한 이야기책을 활용하여
1~2 차시를 진행하였다.
이야기책을 듣고 목표 언어를
연습하는 활동을 한 후에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통하여 목표 언어를
익히도록 하였다.

알파벳 카드와
워크시트로 읽고,
쓰기

알파벳 카드를 학생이 직접 만든
후, 교사가 하나의 단어를
불러주면 이를 사용하여 그 철자를
배열하도록 하였다.
각 단원별로 목표 어휘를 설정하여
교사가 직접 개발한 학습지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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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에서 배운 표현을 활용하여
역할놀이 대본을 모둠별 토의를
거친 후, 창의적으로 써보게
하였다.

Role-play 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배운 내용을 사용하여 실제적인
상황을 스스로 설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니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하고 있다.

검증 내용

평가 방법

처리 방법

시기

대상

영어 사용 능력

평가지

결과 전후 비교

3 월/7 월

흥미도 및 자신감

설문지, 관찰

결과 전후 비교

3 월/7 월

창의성․인성

소감문, 일기,
수업일지 등

내용 비교 분석

수시

○○초등학교
4 학년 2 반 19 명
(남: 11 명, 여:
8 명)

언어적 능력 향상

듣기
학생 A

B

말하기
C

D

E

F

G

사전 38 36 24.5 37 33 31 38
사후 38 40 33
증가 0

4

8.5

읽기
H

I

M

N

O

30 11 27.5 28 18 34

9

38 39 33 36

40 39 40 39.5 39 18
3

6

9

1.5

9

J

39

K

L

쓰기
P

Q

R

S
32

39 22 39 25 40 40 40 38 39.5

7 11.5 11

4

5

16

2

1

7

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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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능력, 창의성, 인성 향상

흥미도

자신감

학생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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