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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suggest the way to improve EFL reading skill through

semantic mapping by leveled group activities. Semantic mapping is a

categorical structuring of information in graphic forms or diagrams. It can

be used to activate and organize background knowledge on topics in

classrooms. For small group activities, the class is divided into higher

leveled groups and lower leveled groups of four members based on their

grades. The teaching process has three stages: Pre-reading, while-reading,

and post-reading. In the pre-reading stage, students discuss what they

know about the topic. They map ideas with a brainstorming technique. In

the while-reading stage, they read the text about the topic. While they are

reading, they could ask some questions they might have and discuss the

information in the text and categorize them with semantic mapping. In the

post-reading stage, they discuss what they thought of the topic and add

some information about the topic with semantic mapping. F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thi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41

students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35 students for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period covered almost one semester from March to

August, 200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had higher scores in reading comprehension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when semantic mapping was used; 2) The use of

semantic mapping in reading comprehension was found to be much more

effective in the higher leveled group than in the lower leveled group; 3)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showed that many students became more

interested and motivated in English, and semantic mapping helped them to

participate positively in reading the English text. Thus, using semantic

mapping by leveled group activities can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for teachers who desire to improve reading

skill i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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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구어에 의한 국제간의 의사소통 필요성의 증대로 인하여 최근 듣기와 말하기 위주의

회화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읽기 기능 또한 문자 언어적 의사소통 차원에서 매우 필

수적인 기능이다. 특히, 정보화와 국제화 시대에 살고있는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같은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상황에서는

구두로 말하는 기회보다는 글을 통하여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영어 교육에서 읽

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영어학습 과정의 종국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언어 기

능으로 간주된다(Mikulecky & Jeffries, 1986; Rivers, 1981; 임병빈 1997).

글은 단순히 단어나 문장의 집합이 아니라 글과 독자가 상호 작용하여 의미를 재구

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읽기 지도는 가르쳐야할

단어나 내용을 다른 지식과 통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읽기를 지도할 때 이러한 점

을 강조하는 교수활동 중에 의미망(semantic mapping)을 통한 도식에 의한 지도 방법

이 제안되었다 (Johnson et al., 1982; Langan, 1996).

한편, 한 교실의 학생들은 학습 능력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언어

사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골고루 부여

하기에는 한 교실의 학생 수가 너무 많다.

Brown(2001)은 교사의 역할은 학생 개개인의 자질을 신장하고 학습자의 자기 주도

적 학습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최선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았다.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전체 학생을 하

나의 단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교수 방법 중에 수준별 소집단을 이용한 수업이 권장

되고 있다(Nunan, 1999; Ladousse, 1987).

교육부(1999)의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수준별 수업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수

준별 수업은 진도는 다함께 나가면서도 심화과제와 보충과제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

록 하여, 능력 있는 학생에게는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면서, 보충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게 특별한 배려를 하여 기본과제에 관해 반드시 끝내도록 엄격하게 지도함으로써, 학

습 부진의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효율적인 읽기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자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

인 참여자이며 추측자가 되도록 학생들이 읽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야 한다. 본 연구는 중학생 읽기 지도에 있어서 수준별 소집단에 의한 의미망 학습을

적용해 보고 그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맞는 수준별 소집단 활

동을 통한 의미망에 의한 영어 읽기 지도 방법을 탐색해 보고 이를 통해 중학생의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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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가설Ⅰ. 의미망을 활용하여 읽기 지도를 받은 실험집단과 전통적 읽기 지도를 받은

통제집단 사이에는 영어 읽기 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Ⅱ. 수준별 의미망활동에 의한 읽기 지도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영어 읽기 능력

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Ⅱ. 의미망과 수준별 소집단 활동

1. 의미망의 절차

의미망(semantic web)은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성화시켜서 토대

를 쌓으려는 방법이다. 이러한 의미망 전략은 전통적인 읽기 지도와 어휘력 지도에 대

한 교수학습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망 방식은 학습자에게 정보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많이 사용되며

학생들의 스키마를 활성화 시켜 학습효과를 촉진시켜 줄 수 있다(Freeman &

Reynolds, 1980; Heimlich & Pittelman, 1986; Pearson & Johnson, 1978; Pearson &

Spiro, 1982). 의미망 모형은 4 가지 요소 즉, 핵심질문(core question), 그물망 구성소

(web strand), 구성소 지지대(strand support), 구성 요소 연결띠(strand ties)로 이루어

진다. 교사에 의해서 선정된 핵심질문은 그물망의 초점이고, 그물망 구성소는 학습자

가 수행하는 대답이며, 구성소 지지대는 학습자가 이야기에서 그물망 구성소를 뒷받침

하기 위해 취하는 사실, 추론, 일반화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소 연결띠는 구성소간의 관

계이다. 이러한 의미망 처리과정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그물망 구성소에 대한

핵심질문을 만들고 그물망 중심에 그것을 놓는다. 둘째, 학습자로부터 핵심 질문에 대

한 가능한 답변을 도출하고, 그것들을 그물망 구성소에 놓는다. 셋째, 그물망 구성소에

대한 지지자를 만들고 구성소에 연결한다. 넷째, 구성소를 연결할 때 학습자를 유도한

다. 다음의 그림1은 이러한 의미망의 예시이다(Marzno et al., 1987).

의미망은 텍스트 내용의 이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내용을 도식

(diagram)으로 나타내어 체계화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

사전 읽기(pre-reading) 활동으로 사용된 그림 2의 의미망을 보면, 학생들은 텍스트

를 읽기 전에 화제(topic)에 관한 그들의 사전지식을 범주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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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미망의 예시

그림 2

사전 읽기의 의미망(Pre-reading Semantic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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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읽기(post-reading)의 의미망 활동(그림 3)에서는 텍스트 내용에서 찾을 수 있

는 실제적인 관련 사항과 정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Heimlich &

Pittelman, 1986, pp. 32-33).

그림 3

사후 읽기의 의미망(Post-reading Semantic Map)

또한, 의미망은 개념들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의미망에

서는 마디로 나타난 개념들이 그림 4에서처럼 관련된 강도에 따라서 다른 개념들과 다

양하게 연결된다. 두 개념간의 공통된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까이 밀접하게 연

결이 된다. 자동차(vehicles)의 특성으로는 “has wheels,” “moves,” “has a motor,”

“transports goods or people”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면 여러 가지 탈것들이

그 관련성 때문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반면, 빨간 색과 관련된 개념들은 상호 관

련성이 적어 연결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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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의미망의 확산분포 (A Semantic Network with Spreading Activation)

하나의 개념이 활성화되면 그물망을 따라 연이어 활성화가 펼쳐진다. 하나의 개념에

서 나온 특성을 따라 활성화가 확산됨에 따라 원래의 개념과 공통된 특성을 가진 다른

개념들을 활성화시킨다. 즉, ‘red’는 ‘orange’와 ‘fire’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들을

강하게 활성화시키는 반면, ‘sunset,’ ‘roses’ 같은 관련이 먼 개념들은 활성화가 덜 된다

(I. Taylor & M. Taylor, 199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망은 학생들로 하여금 단어나 개념이 서로서로 어떻

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의미망 절차는 교사가 목표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주제나 자극단어에 대하여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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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련시키고, 텍스트 내용에 따라 관련 개념을 범주화하는 것이

다. 의미망 활동은 학생들에게 축적된 이전의 지식을 도출하도록 하는 정신적인 활동

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게 하고 그들이 도출하는 개념들을 도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토론을 통하여 학생들은 개념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이해를 확인하고 넓혀나간다. 그

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배경 지식에 새로운 개념을 관련시키며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2. 수준별 소집단 활동

교사가 학습자를 두 명 이상으로 인위적인 결합을 하여, 협동 학습을 유도하는 동시

에 학습 성과를 높이려는 것을 소집단 학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집단에 교사가 학

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도록 학습 자료, 방법, 도구, 등을 적용하는 것을 수준별

소집단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 상호간 수준 차가 심한 영어 교과의 경우, 특히

수준별 소집단을 활용한 수업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수준별

소집단활동은 개별 학생에 맞는 교수학습의 차별화가 되므로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

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김순택, 1985; 이희숙, 1987).

이러한 수준별 학습은 학습자 집단에 여러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해결하게 하는 방안과, 소집단 자체를 수준별로 구성하여 자료

투입을 다르게 한 다음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Long

& Porter, 1985).

학습자를 소집단으로만 나눈 후 수준별 학습 자료를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은 개별 학습에는 도움이 되나 산만하여 통일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소집단 자체를 수준별로 구성하여 그 집단에 해당하는 수준별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유도하는 방식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Gaeis,

1985).

영어과 학습에 있어서 동일 학급 내 수준별 소집단 활동은 학업 성취 수준별 이동수

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구안 될 수 있다. 동일

학급 내 수준별 소집단 활동은 교사가 일관성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소집단별로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을

할 수 있고, 매 시간 타 학급으로 옮겨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들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읽기의 의미망 활동에서 수준별 소집단 활동은 집단의 수준에 맞는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고르게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들은 위축

됨이 없이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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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충남 청양군 청남면 소재 C중학교 학생들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실

험대상 학생들의 수업은 학생 수준별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실 내 수

준별 소집단 활동이 되도록 지도하였다. 실험학교의 3학년은 1학급이므로 학습환경과

학생수준이 실험학교의 여건과 가장 비슷한 이웃학교인 J중학교를 통제집단으로 선정

하였다. 실험대상 학생들은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미망에 의한 읽기 수

업을 받아보지 않은 학생들이었다. 통제반은 35명이며, 실험반은 41명이었으나 연구

실험과 관련된 지도나 평가에 참가하지 않은 통제반 학급의 학생 1명과 실험반 학급의

학생 2명은 결과 분석 자료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집단 구분 및 인원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준별 처치별 집단 구분 및 인원

구 분 상위수준(H) 하위수준(L) 계

실험집단 20 19 39

통제집단 12 22 34

계 32 41

2. 실험의 절차 및 처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과 6차 교육 과정의 중학교 3학년 8종 교과서 중 교학

사에서 발행한 Middle School ENGLISH 3을 활용하였으며, 정규 영어 수업시간의 읽

기 부분의 지도 시 실험을 하였다. 학생들을 수준에 따라 4명씩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집단별 대표 학생을 선정하고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자신감을 가지

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수준 및 처치 방법에 따른 각 집단은 99년 6월 2일에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수학능력 평가문제를 활용하여 2000년 3월 13일에 진단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성적 결과는 표 2와 같이 비교적 동질집단(유의도 0.589)임을 보여주고 있다. 수준 구분

은 50%이상의 정답률을 기준으로 하여 50%이상의 학생을 상위집단으로, 그 이하의 학

생을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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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준별 처치별 사전 평가 평균 점수

학년 수준
통제집단 실험집단

N 평균 N 평균

3학년

상위 12 11.00 20 10.10

하위 22 5.77 19 5.79

계 34 8.62 39 8.00

실험과 평가 시기는 2000년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1학기동안 진행되었다. 실험

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평가와 영어 읽기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부록1)를 실시하고, 실

험이 끝난 후에 사후 평가와 설문조사(부록2)를 실시하였다. 구체적 실험 일정은 표 3

과 같다.

표 3

실험 처치 일정표

실 험 명 실 험 일 시

사전평가 및 설문조사 2000. 3. 13.

의미망에 의한 읽기 훈련 2000. 3. 14. ～ 2000. 8. 31.

사후 평가 및 설문조사 2000. 9. 20.

실험 기간동안 실험집단의 수업은 Pearson과 Johnson(1978)의 어휘력 신장 전략, 사

전 읽기 전략, 그리고 Hanf(1971)의 학습기술 등을 모델로 중학교 3학년 수업에서 이루

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의미망 과정을 적용시켜 보았다. 수업은 학급의 학생들을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으로 나누어 4명씩 수준별 소집단을 편성하여 이루어졌다. 수업계획

은 교과서의 각 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미망을 수정하고 보완시켜나갔다.

통제집단의 수업은 가능한 과거의 전통적 읽기 지도 방법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구하

였다. 통제반 학생들에게 적용된 읽기 지도 방법으로는 교사가 교과서를 지도하는데

직접식 읽기 수업(Directed Reading Activity)1)을 따르도록 협조를 구하였다(Harris &

1) 읽기를 지도할 때 글을 읽기 위한 준비로서 교사가 그 날 배우게 될 이야기를 소개하

고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데, 이때 새로운 어휘는 우선 듣고 따라 읽는 연습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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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1975).

실험집단에서는 글을 읽기 이전에 의미망 절차에 의하여 어휘와 중심 개념 등을 집

단 간 토론을 통해 노드를 사용하여 도식화하도록 지도하였다.

3. 수업의 실제

1) 사전 읽기의 의미망 수업 절차

(1) 소재: Gandhi

Lesson 1.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의 읽기 부분의 수업에

있어서 읽기의 첫 시간은 Gandhi의 생애와 업적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 주제를 학습

하기 위하여 교사는 Gandhi의 사진, 그의 생애에 대한 video, 인도의 사진, 그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 그에 대한 잡지 등을 미리 준비하여 사전지도 자료로 삼았다.

제1단계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물어보

고 교사도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해서 본문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

하도록 한다.

제2단계 : Gandhi가 활동하는 그림이나 비디오를 보여주고 Gandhi의 일생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브레인스토밍하는 작업

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제3단계 : 학생들에게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전질문을 하여 학생들의 뇌를 활성

화시킨다.

a. What's this?

b. Who is he?

c. What does he look like? (with a picture)

d. What can you see in this picture?

e. Describe the things that you can see in the picture.

이러한 질문에 자유롭게 학생들이 답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자

연스럽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교사의 활동은 일제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제4단계 :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어휘를 사용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

을 교과서 내용과 연관시켜가면서 이야기해 준다.

제5단계 : 학생들에게 백지나 Skeletal Map(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고리로만 되어

져 있는 의미망)을 나누어 준 후 학생들이 소집단별로 의미망 활동을 하여

학생들이 어휘와 중심개념을 개발시키도록 한다.

실시하고 새로운 어휘나 개념을 지도할 때 구두로 또는 시각적으로 소개하면서 읽으려

는 글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배경경험을 풍부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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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단계 :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여러 가지 자료에서 Gandhi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나 배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토론하여 적당한 부제를 달고 그 부제 밑

에 그 정보를 적으면서 사전 읽기 의미망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한다.

제7단계 : 완성된 의미망을 가지고 전체학생들 앞에서 소집단별로 그들이 만든 의미

망을 발표하고 자신의 의미망과 비교하여 새롭게 알게된 정보를 더 보탤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Gandhi에 대한 사전 읽기

의 의미망이다.

그림 5

Gandhi의 사전 읽기의 의미망

이러한 사전 읽기의 의미망 활동은 교과서의 글을 읽기 위한 읽기 이전의 활동으로,

그 글을 실제로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사용된다. 의미망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습

자료에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시각적으로 조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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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해 준다. 또, 의미망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를 요약하고 토론할 수 있

는 도구로서 사용되며, 그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중심어휘를 강화 시

켜주며,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현재의 스키마에 새로운 어휘나 정보를 끌어들이게

한다.

2) 중간 읽기의 의미망 수업 절차

(1) 소재: Gandhi

사전 읽기의 의미망 활동을 통하여 충분히 집단별 토론을 거쳐 사전지식을 활성화시

킨 후에는 교과서의 읽기 교재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소집단별 의

미망 활동을 통한 수업을 진행한다.

Lesson 1의 Gandhi에 대한 읽는 과정 중의 의미망 수업절차를 살펴보자.

제1단계 : 녹음기로 교재의 내용을 듣고 교재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제2단계 : 교재의 읽기 자료를 한 번 빠르게 훑어 읽기를 하도록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한다.

a. How did Gandhi spend his whole life?

b.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Gandhi?

제3단계 : 교사가 칠판에 ‘Gandhi’라고 쓰고 둘레에 원을 그린다.

제4단계 : 학생들로 하여금 글을 읽고 본 단어나 문장을 제시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

은 단어나 문장이 글에 나오는 것들이다.

without, lead, small, forever, whole, free, make his country free, the

most important thing 등

제5단계 : 소집단별로 적혀진 어휘나 단어를 토론하고 그 단어나 문장을 범주별로

의미망을 만들도록 한다. 이 때 의미망의 범주별로 제목을 붙이도록 한다.

학생들이 제목을 잘 붙이지 못하거나 그와 관련된 어휘를 찾아내지 못할

때는 교사가 순회하면서 도와주어야 한다.

제6단계 : 토론을 하고 의미망을 더하는 동안 학생들은 Gandhi에 대한 연구 문제를

만들어 서로 묻고 답하면서 의미망을 완성한다. 학생들이 미숙하여 문제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면 교사가 연구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다. 학생들

은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을 교재를 읽으면서 찾아보고 그 답이 맞는지 소

집단별로 토론을 하여 누락된 정보를 의미망에 보탠다.

제7단계 : 완성된 의미망을 전체 학생들 앞에서 그룹리더가 발표하여 전체 토론을

거친다. 이때 누락된 정보를 더 추가하여 교재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잘못 이해되었거나 누락된 정보는 교사가 보충해

준다. 그림 6은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Gandhi의 의미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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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andhi에 대한 중간 읽기 과정중의 의미망

읽을 때는 사전의 사용을 가능한 자제하고 내용을 추측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과 이해정도를 확인하고 토론하면서 정확한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사전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읽는 과정중의 의미망 활동은 글의 소재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어휘를 공부할 때 어휘를 칠판에 적는 것은

새로운 어휘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발음지도나 어휘의 쓰임을 지도하기 위해

서이다.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해 보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의미망

속에 들어있는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은 주제에 대해 알

고 싶었던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된다. 마지막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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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만들어진 의미망을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학생들은 예기치 못했

던 일을 경험하게 된다. 즉, 학생들은 아직도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고 더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의미망에 보탠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이 글의 정보를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배경, 문제, 구성, 요지를

포함하는 글의 구조를 밝혀준다는 것을 알게된다. 또 이러한 글의 구조속에서 관련된

정보를 의미망 활동을 통하여 지도함으로써 교사들은 학생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3) 사후 읽기의 의미망 수업 절차

(1) 소재: Gandhi

학생들은 글을 읽고난 후 그 글속의어휘를신장시키고 글을 이해하고 글의 전체적

인 윤곽을 알아보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읽은 후의 의미망 활동을 한다. 이때 학생들

은 그 글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개인의 의견이나 견해 등을 의미

망에 더한다.

Lesson 1의 Gandhi에 대한 읽은 후의 의미망 활동 절차를 살펴보자.

제1단계 : 교재의 Gandhi에 대한 글을 읽고 나서 소집단별로 Gandhi에 대한 개인적

인 견해나 의견을 의미망에 첨가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가장 어렵

게 생각되는 어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미망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제2단계 : Gandhi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Gandhi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제3단계 : 읽은 후의 의미망 활동은 읽는 과정 중에 만든 의미망에 색을 다르게 하여

조원들의 의견을 보태도록 한다.

제4단계 : 교과서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토론을 거쳐 의미망에 보태고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활동을 하는 동안 교사는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질문이나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 친절하게 도와

주도록 하여 학습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5단계 : 학생들의 이해에 폭을 넓히고 토론을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고 학생들의 개인의 의견을 의미망에

더하도록 한다.

a. If you were Gandhi, what will you do for your country?

b.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c. Why do you think so?

d. Who do you admire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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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Why do you admire him(her)?

제6단계 : 의미망 활동이 끝난 후 그룹의 리더가 각 조에서 작성한 의미망을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그림 7은 이렇게 만든 읽은 후의 의미

망이다.

그림 7

Gandhi에 대한 읽은 후의 의미망

이러한 의미망 활동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읽었던 정보를 끌어내고 적용시키도록 해

주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글의 구조나 정보를 도식적으로 조직하여 이해하도록 도와주

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적극적인 학습자가 되고 더욱 유창한 독자가 되

기 위해 필요한 조직화의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영어 읽기 능력의 사전, 사후의 검사의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PC＋ 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검사 결과는 학교 전체별 그리고 수준별로 구분하였다. 영어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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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위한 사전평가의 처리는 t 검증을 하였고, 사후 검사에서는 사전 검사의 동일한

범주를 연계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하였다. 집단간의 유의도 분석은 0.05의 유

의도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1. 가설 Ⅰ․Ⅱ의 검증 결과 분석

1) 사전 검사의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에 있어서 영어 읽기 능력에 대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전체에

대한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집단 간의 t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전체 두 집단간의 사전 평가 결과 분석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값 p 값

실험집단 39 8.00 2.75 0.44
0.54 0.589

통제집단 34 7.62 3.27 0.54

학교간의 비교에서 유의도 p> .05 이므로 전체 집단별 사전 읽기 능력의 수준은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사 결과에 대해서 수준별 집단 간의 동질집단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에 대해서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상위 수준의 학생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 분석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값 p 값

실험집단 20 10.10 2.00 0.45
-1.01 0.319

통제집단 12 11.00 3.05 0.88

표 6
하위 수준의 학생들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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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값 p 값

실험집단 19 5.79 1.32 0.30
0.04 0.968

통제집단 22 5.77 1.34 0.29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읽기 능력 수준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결과 유의

도 p >.05이므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읽기 능력 수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

는 없었다.

2) 사후 검사의 결과

(1) t 검증 결과

영어의 읽기 학습에 의미망을 활용하는 수업을 6개월간 진행하고 난 후 영어 읽기

능력에 대한 사후 검사를 통하여 얻어진 전체 집단의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영어 읽기 능력에 대한 전체 집단의 사후 평가 결과 분석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값 p 값

실험집단 39 8.92 4.14 0.66
2.37 0.021

통제집단 34 6.68 3.93 0.67

사후 영어 읽기 능력에 대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비교에서 유의도 p<.05이므

로 집단별 전체적인 사후 영어 읽기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의 영어 읽기 능력에 대한 수준별 집단간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t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8, 표 9와

같다.

표 8

영어 읽기에 대한 두 집단의 상위 수준의 사후 평가 결과 분석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값 p 값

실험집단 20 10.65 3.99 0.89
1.19 0.245

통제집단 12 8.75 4.99 1.44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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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읽기에 대한 두 집단의 하위 수준의 사후 평가 결과 분석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값 p 값

실험집단 19 7.11 3.54 0.81
1.59 0.119

통제집단 22 5.55 2.72 0.58

상위 수준의 영어 읽기의 사후 평가 결과 유의도 p>.05 이므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

단간의 상위 수준의 학생들의 영어 읽기의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하위 수준

의 영어 읽기 학습 능력 비교에서도 유의도 p>0.5이므로 집단별 상하수준의 영어 읽기

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 공변량 분석 결과

사후검사의 t 검증결과에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간의 전체 집단에 대해서는 p값이

0.021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영어 읽기 학습에 의미망 기술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t검증결과는 집단의 크기가

작은 관계로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후 검사의

결과를 사전 검사의 결과와 연계하여 공변량 분석을 하였다. 사후 검사의 전체 학생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전체 집단의 영어 읽기 능력에 대한 결과 분석

변량의 원인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P

설명된 변량

잔여효과

전 체

2

70

72

584.802

667.088

1251.890

292.401

9.530

17.387

30.683 0.000

실험 집단 전체적으로 볼 때 .0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도가 p<.05의 유의미한 차이로

실험처치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수준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사전 검사의 결과와 연계하여 사후검사의 결과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실험집단 상위 수준의 영어 읽기 능력에 대한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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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의 원인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P

설명된 변량

잔여효과

전 체

2

29

31

339.530

264.345

603.875

169.765

9.115

19.480

18.625 0.000

상위수준 집단에서 볼 때 .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도가 p<.05의 유의미한 차이로 실

험처치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12

실험집단 하위 수준의 영어 읽기 능력에 대한 결과 분석

변량의 원인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P

설명된 변량

잔여효과

전 체

2

38

40

57.012

349.037

406.049

28.506

9.185

10.151

3.103 0.056

하위수준 집단에서 볼 때 .0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도가 p>.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즉, 하위집단의 학생들은 실험처치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2.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준별 의미망 활동을 통한 읽기 지도가 학생들의 읽기 능력 신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

움을 얻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준별 의미망 활동을 통한

읽기 학습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수준별 의미망 활동을 통한 읽기 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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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용 선택문항별 응답률

의미망을 통한 읽기 학습과 이전의 읽

기 학습과의 비교

훨씬 또는 더 재미있다(78.0%)

별 변화가 없거나 더 재미없다(17.1%)

의미망 읽기 학습에 대한 평가

쉽게 이해가 가거나 그런 편이다(65.9%)

전과 마찬가지거나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

(34.1%)

의미망을 통한 읽기 학습이 글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평가

상당히 또는 약간 도움이 된다(65.9%)

그저 그렇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34.1%)

소집단별로 공부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질의 응답 과정이 쉬운가에 대

한 의견

그렇다(73.2%)

그렇지 않다(26.8%)

선생님이 혼자서 설명하는 것보다 친구

에게 묻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학습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가에 대한 의견

그렇다(70.7%)

그렇지 않다(29.3%)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준별 의미망 활동에 의한 읽기 수업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영어 읽기에 흥미를 불어 넣어주며 읽기 과정에 전체 학생을 적극

적으로 동참시킨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흥미 있고 의미 있는 영어 읽기 지도를 하는데 있어

서 수준별 의미망 활동을 통한 읽기 지도를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 읽기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자가 실시한 영어 읽기 지도 방법에 대하여 실험 처치를 한 후에 나타난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수준별 의미망 활동을 통해 영어 읽기 지도를 한 실험반의 학생들이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여 영어 읽기 지도를 받은 학생들보다 집단전체에 있어서 영어 읽기 능력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위 수준의 학생들과 하위 수준의 학생들의 영어 읽기 능력의 효과 면에서

하위 수준의 학생들보다 상위 수준의 학생들에게 의미망을 활용한 읽기 지도가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집단에서 본 수업 처치의

과정이 영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흥미가 부족한 하위집단의 학생들에게 영어 읽기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데에 어떤 일관되고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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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영어 읽기를 지도 할 때 수준별 의미

망 활동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지도를 하면 학생들에게 영어 읽기에 대한 능력을 보

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실험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는 의미망을 언제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것인지를

연구하여야 하며 학생들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영어 읽기의 학습 전략으로 의미망 활

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와 같은 과밀학급 상황에서 수준별 의미망 활동을 소집단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필요한 좌석배치가 되어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영어 전용 교실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미망 활동을 읽기 지도에 사용하였지만 수준별 의미망을

활용한 영어 읽기 지도는 한계가 있다. 의미망 활동은 관련된 단어나 주제에 대하여

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읽어야 할 글 속에서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를 취급

하기가 어렵다.

읽기는 모든 분야 학습의 기초도구이다. 읽기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학문 연구가 이

루어지는데 그 도구가 제대로 닦여있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좋은 성과를 기대

할 수 없다. 오늘날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더욱 첨단의 과학지식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식 전달 수단이 영어일 것이므로우리 영어 교사들은영어읽기 지도에더 많은 관심

을 보여야하며 그 지도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의사소통

기능의 학습 지도에도 의미망 활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어로써 더욱

강조되고 있는 영어 학습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보

다 적극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어 학습 방법

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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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실험 처치 전의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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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1) TV나 VIDEO 시청 2) 숙제 3) computer 게임

4) 친구들과의 놀이 5) 독서 6) 운동

2. 영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주 흥미 있다. 2) 흥미가 있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전혀 흥미가 없다.

3.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1) 교과과정에 따라 가기 위하여

2)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부록 2

실험 처치 후의 설문지

1. 의미망을 통한 읽기 학습은 이전의 읽기 학습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1) 훨씬 재미있다. 2) 약간 더 재미있다.

3) 별 변화가 없다. 4) 더 재미없다.

2. 의미망을 통한 영어 읽기 공부를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1) 매우 쉽게 이해된다. 2) 쉽게 이해되는 편이다.

3) 전과 마찬가지다. 4)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

어려웠다면 어느 부분이 왜 어려웠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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