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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cent trends of the

development of the English textbooks in EFL situation. The 7th National

English Curriculum(NEC) in 2001 which emphasized the curriculum-

centered school education have had much influence on the traditional

textbook-centered school educ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paradigmatic change of school education, the contents of the English

textbooks were changed into the new types of students-centered

classroom activities. For students' communicative activities, the English

textbooks were developed by two types of syllabuses: process-oriented

syllabus and product-oriented syllabus. The 7th NEC includes procedural

syllabus and task-based syllabus as well as grammatical- structural

syllabus and notional-functional syllabus. In short, unlike the English

textbooks in former curriculums, learners’ classroom activities and tasks

have been emphasized in those to foster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Ⅰ. 서 론

영어를 외국어로 교육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영어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

우 크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영어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에 적합하도록 영어교과

용 도서의 편찬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1종과

2종 교과용 도서의 집필상의 유의점(1999)에서 제시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1종 교과

용 도서 편찬 추진 계획(2001)에서 잘 나타나있듯이,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방향이 근본

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이라는 교육 패러다임에 일대 전환을 맞이함에 따라 교과서도 교육과정 구현

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주된 자료로서 그 개념과 역할이 새롭게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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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교과서는 사고력과 창의력 배양, 학습

과정 중시, 다양한 전개 체제, 학생 중심의 내용 선정과 더불어 교과서 내용이 실생활

경험을 중시하는 실용성과 유용성을 추구하여 이미 1종과 2종 영어교과서가 이 측면들

을 고려하여 개발되었고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영어교과서가 최근 들어 어떠한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되

었는지 동향을 파악하고자, 영어교재의 개념 변화를 개관한 다음 영어과 교육과정 중

심의 학교 교육에서 영어교과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한다.

Ⅱ. 영어교재의 개념 변화

영어교육은 영어교재(teaching materials), 교사 그리고 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루

어진다. 영어교육의 중요한 요소로서 영어교재에 관한 이러한 관점은 배두본(1995:

308), 장복명(1995:13), Hutchinson & Torres(1994:318)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2) 영어

교과서의 개념은 영어교재의 개념에 비해 그 범위가 좁지만,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3) 이는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주된 자료’로서의 영어교과서가 보다 확장된 의미로서의 영어교과서라는 개

념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 영어교재가 등장함으로써 영어교과서가 다양한 형태의 영어교재화로 전환되는

실정이다.

1. 최근의 영어교재의 특징

우리 나라 공교육에서 사용되어 온 영어교과서의 개념을 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새

롭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영어교재의 특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종과 2종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검정관련 일을 하고 있고 심

의는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현행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교과서는 초

등학교용 1종과 중등학교용 2종으로 구분하여 개발되었고 외국어고등학생용은 제 6차

교육과정 시기와 마찬가지로 1종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초등학교용 1종과 중등

학교용 2종 영어교과서는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 적용기인 2001년부터 학교에서 사용

되고 있지만, 외국어고등학생용 1종(국정) 영어교과서는 문법, 청해, 회화I, 작문I, 문화,

독해I 과목은 이미 개발 완료되었고 작문II, 회화II, 독해II, 실무영어 과목은 2002년 6월

현재 개발중이다.

2) Allwright(1981)은 수업이 교사, 학습자, 영어교재의 3대 구성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것으

로 보았다.

3) 배두본(1995:309)은 영어교과서의 개념을 가장 좁은 의미의 영어교재로 보았다.즉, 일정

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문화소재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자료로

서 수업에 사용되는 교과서(textbook)로 지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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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80년대 이후의 비교적 변화가 현저한 서구의 ESL 영어교재의 개념을 논의한다.

1) 1980년대의 ESL 영어교재

80년대의 영어교재의 특징은 대부분 세 가지 형태의 패러다임의 조합으로 제작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즉, 구조적, 의미-기능적, 상황적인 형태가 조합된 것들로서 상황/구

조적, 상황/의미기능적, 의미기능적/구조적, 심지어 구조적/상황적/의미기능적인 교수

요목(syllabus)으로 구성된 형태였다(Savignon, 1983:140).

Savignon(1983:138)은 영어교과서(textbook)가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

정 L2교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

키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교과서는 없다’고 보았다. 그녀는 영어

교과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collection of written or oral texts selected and sequenced for the learner

with accompanying explanations and activities.

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영어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풍부한 설명과 활동을

제공하는 문어 혹은 구어로 구성되고 순서 있게 조직된 언어의 집합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어교과서의 역할은 학생이 학습하기 쉽도록 많은 설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어교재와 영어교과서의 관계 설정에서, “영어교재가 반드시 영어교과서일

필요가 없다”(Teaching materials need not be textbooks.)고 하였는데, 이는 영어교과

서가 영어교재의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이 아닌 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Savignon은 영어교재의 포괄성을 강조하였다면, Halliday(1979)는 영어교

과서의 기능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4)

① 텍스트 기능

② 정보적 기능

③ 대인적 기능

4) 영어교과서의 텍스트기능은 구문적 기능과 연관된다. 예를 들어, 영어교과서의 이독성

(readability)에 대한 연구가 영어교과서의 구문적 기능과 연관된 것인데, 문장내의 절의

수, 수동태, 명사화, 조동사의 사용과 같은 구문적 기능과 연관된다. 영어교과서의 정보

적 기능은 “주제문 유형”과 같은 특정한 주제와 연관되는 정보의 범주로 정의되는데

‘꽃에 물주기, 호수 마을, 용광로’ 같은 주제문 유형에서 구체적인 구조로 설정된다. 그

리고 영어교과서의 대인적 기능은 학생이 교실에서 실제로 행하는 내용에 대한 지시와

관리의 기능을 의미하며 영어교과서의 저자는 과목에 관한 언어를 가르치는 기능을 한

다(M.A.K. Halliday.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1985. London: Edward
Arnold.(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199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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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기능(textual function)은 영어교과서 내용의 기본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내용과 본문을 조직하고 형성하는 기능으로서 학습자에게 통사적인 구조

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과 연관된다. 정보적 기능(ideational function)은 영어교과서 내

용의 특정 주제와 연관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의 범주로 정의된다. 영어교과

서의 대인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은 영어교과서의 저자가 영어교과서의 주제

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에게 정보의 원천자 역할을 한다. 이 기능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영어교과서의 주제에 관해 숙고할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교사와 학생에게

영어교과서 내용의 방법론(교실활동에 대한 지시)을 소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Savignon은 학습자에게 설명과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영어교과서, 즉 교

육 수요자에게 학습의 편의를 제공하는 설명적 기능과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안

내 기능과 같은 측면과 교사와 영어교과서의 긴밀한 연관성을 제시하였고 Halliday는

영어교과서의 기능적 구분에 따른 원론적 정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영어교재와 영

어교과서의 개념에 대한 Savignon의 관점은 전통적인 우리 나라 영어교과서의 개념과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영어교과서는 영어교육의 실천자로

서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반면, 영어교재는 영어교과서의 보조교육자료로 활용되기 때

문이다.

2) 1990년대의 ESL 영어교재

90년대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기능의 ‘통합적 교수요목’에 따

른 의사소통적 영어교재 이론(MacDonough & Shaw:1993)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Hutchinson & Torres(1994)는 학습과정을 중시한 영어교과서의 역할을 정의하였고

다인종 교실에서 문화학습을 중시하는 상호 문화적 영어교재(Nelson:1995)가 대두되

었다.

MacDonough & Shaw(1993)는 통합적 언어기능 중심의 영어교재 이론을 제시하였

는데 이러한 영어교재는 시청각 영어교재에 기반을 둔 듣기와 말하기, 구두 발표, 역할

놀이, 모의수업을 위한 활동 그리고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이러한 영어교재는 ‘주

제(theme)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의 제시가 네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키는 역

할을 하게 한다.

영어교과서의 역할에 관한 Hutchinson & Torres의 정의는 교사와 학습자가 협력하

는 교실 학습과정을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영어교과서는 학습과정에서 대화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

② 영어교과서는 학습과정에서 융통성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③ 영어교과서는 확실하고 자유롭게 논의되어지는 대상이다.

④ 영어교과서는 교사의 발전을 장려한다.

⑤ 영어교과서는 실제적인 협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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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영어교과서가 학습과정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

고 교사와 학습자의 융통성 있는 교수/학습의 토대가 되며 학습의 내용에 관해 자유롭

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양질의 교과서는 교사의 교수와

학습자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때로는 학습자들의 현실적인 요

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Nelson(1995:29)은 ‘문화간 ESL/EFL교과서’의 범주를 문화간 의사소통 기술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과 문화간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문화간 의사

소통기술의 영역은 4가지로 구분된다.5)

① 묘사하기, 평가하지 않기, 행동하기

② 새로운 생각에 개방적일 것

③ 타문화와 자문화의 차이와 유사성을 정확히 파악

④ 타문화의 사람들과 감정 공유

문화간 의사소통기술은 의사소통을 하는 내용으로서 문화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모

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단일민족 문화/다민족 문화의 비교나 가치관의 토론 등이다.

문화간 영어교재는 문화비교에 관한 주제나 화제 및 세계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문화

교수법(intercultural approach)은 점차 영어교육에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며 미국과 같은 다인종 연합국가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

은 언어 중심적이 아닌 문화 중심적인 영어교육을 지향하는 최근의 추세를 보여준다.

2. 영어교재의 정의

배두본(1995:308-310)은 영어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를 크게 ‘인간적 요소’와

‘비인간적 요소’로 나누었는데, 교사와 학습자는 전자에 속하고 영어교재는 후자에 속

한다. 영어교육은 이 두 요소의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며 영어교재는 영어학습을 촉진

시키는 언어환경이다. 그는 영어교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넓은 의미의 영어교재: 영어교육을 위한 무형, 유형의 입력

② 보다 좁은 의미의 영어교재: 영어학습에 직접 입력되는 언어자료, 상황, 활동

③ 가장 좁은 의미의 영어교재: 영어교수와 학습에 사용되는 언어자료

5) 문화간 교실에서는 ① 학습자가 문화적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고 ② 문화간 비교를 하

고 ③ 교차문화간 오해를 불식하고 ④ 교차문화간 이해를 증진하며 ⑤ 문화학습자가

된다 (Gayle Nelson. 1995. Considering Culture: Guidelines for ESL/EFL Textbook

Writers. In Patricia Byrd. ed., Material Writer's Guide. Boston: Heinle & Hei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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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영어교재는 무형, 유형의 입력을 총칭하는 것으로 영어교재와 상황, 환

경 등이 포함된다. 학교에서의 형식교육(formal instruction)과 가정, 사회에서의 비형

식교육(informal instruction)을 통하여 학습자는 영어교육을 받게 된다. 즉, 학습자는

학교에서의 활동, 사회생활에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대중매체를 이용한 영어학습, 녹

음기를 이용한 영어학습 등과 같은 광범위한 언어환경 속에서 영어자료를 접하게 될

때 영어교재는 광의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반면에 협의의 영어교재는 ‘보다 좁은 의미’와 ‘가장 좁은 의미’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영어교재의 개념은 형식교육과 의식적 학습을 중심으로 한 교실과 같은 인위적

환경에서 언어자료를 제공받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영어교재의 개념은

일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문화소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영어교과서

는 ‘가장 좁은 의미의 영어교재’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실수업에서 학습자의 듣기, 말하

기, 읽기, 쓰기의 자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영어교과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의

미의 영어교과서의 개념이 교수방법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 즉 교수이론

과 교수방법에 따라 시청각 자료나 컴퓨터를 이용한 영어교육이 이루어 질 때 영어교

과서의 범위가 확대된다. 더 나아가서, 비디오, 오디오, 녹음기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

(multimedia)6)를 이용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때 영어교과서의 개념은 확대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영어교과서는 영어교재의 의미를 가진다.

장복명(1995:12-14)은 영어교과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

① 영어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구현체이다.

② 영어교과서는 상호작용적인 수업의 촉진자이다.

③ 영어교과서는 변화의 매개체이다.

영어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교수활

동과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영어교과서가

갖는 변화의 매개체 기능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모습

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이다. 즉, 교사와 학습자가 영어교과서를 통해 새로운 개

념에 대응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7)

6) ‘멀티미디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에 등장한 개념이다. 컴퓨터에서 소리와 동영상, 비

디오, 문장처리, 음악, 에니메이션, 차트, 지도 등을 다양한 색상으로 제시하고 프로그램

들의 통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컴퓨터에서 다양한 매체의 구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멀

티미디어 기능이 언어학습과 연관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기능은 광디스크

(CD-ROM)로 제작된다(Compton's Interactive Encyclopedia. 1996. SoftKey Multimedia
Inc.).

7) 장복명(1995:14)은 영어교과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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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나라의 영어교과서는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즉, 영어교과서가 단순히 좁은 의미의 영어교재 개념을 벗어나

서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영어교과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제시한다.

① 영어교과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영어교육을 구현하는 물리적 실체이다.

영어교과서는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이상을 교수와 학습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구현

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추상적인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

고 있는 물리적 실체로서 국가교육과정의 실천자 역할을 한다.

② 영어교과서는 학습과정을 중시하는 실천자요 학습관리자이다.

영어교과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기능이 실제적으로 구현된

실체이다. 각각의 언어기능들이 학생들의 학습과정에서 점검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 하며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

는 동시에 학습자의 언어기능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관리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영어교과서는 교육보조자료를 활성화시키는 장(場)이다.

영어교과서는 교수․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영어 교육 보조 자료의 수용적 특성

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영어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이버 교육 혹은 웹

중심의 영어교육, 인터넷과 CD-ROM 타이틀을 이용한 영어교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8)

기술진보와 시대변화에 따른 변화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어교

과서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오늘날 영어교과서는 학습

자가 가정에서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녹음 테이프를 이용할 수 있거나

CD-ROM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보조자료

① 영어교과서는 조직화된 구조 속에서 변화의 모습을 점진적으로 소개하여 학습자와

교사들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② 영어교과서에서 제시되는 구조가 교사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교사가 새로운 변화에

집중하게 한다.

③ 영어교과서는 가능한 한 완벽하게 변화되어진 미래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영어교과서는 학생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이므로 변화가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준다.

8) 현재 공교육에서 실현하는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 5～6학년에 CD-ROM 타이

틀이 보급되어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에듀넷(Edunet)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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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영어교과서가 상호작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영어교과서의 구성이 매체지향적

이어야 한다.9)

언어기능의 통합적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영어교과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컴퓨터의

활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환경에서는 영어권의 언어환경

에 노출되지 않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매체

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영어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 시대변화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교과서의 개념이 멀티미디어 지향적이어야 한다.

3. 영어교과서 모형

영어교과서의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연구해야 한다. 그 다음, 영어교과서의 구성과 전개방식, 내용과 언어자료에 관

한 기본적인 윤곽을 구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영어습득 혹은 학

습 이론 및 교수 이론을 고려해야 한다.

영어교과서의 모형은 언어학자가 영어교육과 영어교재의 제작에 참여하는 비중에

따라서 정해질 수가 있고 또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를 고려해서 교사와 학습자의 비중

에 따라서 정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교실에서의 활동, 즉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해

질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설정될 수 있는 영어교과서의 모형은 대략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수직관계 모형

이 모형은 영어교재, 교사, 학습자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보는 접근 방식으로 우리 나

라의 영어 영어교재의 제작에 지배적이다. 교사는 형식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어 교

과서와 CD-ROM 타이틀이나 카세트 혹은 비디오 테이프 등과 같은 교육 보조 자료

등에 관한 훈련을 통해 교과서를 직접적으로 수업에 적용한다.

9)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센터에서는 1997년 11월 21일에 ‘97 전자영어교과서 개발 제안 요

청서를 각 업체에 배포하였다. 전자영어교과서의 개념은 전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CD-ROM 타이틀을 이용한 영어교과서 내용의 전자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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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직관계 모형

영어 교과서

↓

교 사

↓

학습자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 교과서 제작을 위해 언어학자, 영문학자, 영어교육학자,

교사,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영어교과서 연구 개발 위원회에서 각계 각층의 요구조사

를 거쳐 영어교과서의 구성과 내용 및 교수․학습 방식 등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를 통

해 개발된다. 이와 같이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진 영어 교과서의 비중은 교사와 학습자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영어교재, 교사, 학습자의 관계는 수직관계로 설정

해 볼 수 있다.

2) 상호작용 모형

이 모형의 특징은 교사가 상황에 따라 영어교재를 제작하기도 하고 학습단계에 따라

서 영어교재가 만들어져야 하므로 영어교과서 중심의 교수․학습이 배제될 수도 있다.

일차적으로는 학습자의 요구가 우선적이므로 이에 따른 교육목표가 설정되므로 학습

목적에 따른 영어교재의 구성도 이루어진다.

그림 2

상호작용 모형

교 사

⇅

학습자

영어교과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교육 실정에서는 이 모형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사와 학습자간에 상호작용하면서 교실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Krashen & Terrel(1983)이 제기한 자연 교수법(natural approach)과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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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교수․학습의 상호작용은 자연스런 습득을 유도하게 되어 학습자의

요구, 태도 그리고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이해가 가능

한 입력을 제공하는 모형이다.

3) 과제중심 모형

이 모형은 교사와 학습자가 과제(task)를 중심으로 상호작용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다. 과제 자체가 영어교과서의 기능을 하며 과제내용은 교사의 경험과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교사 단독으로 영어교과서를 구성한다.

그림 3

과제중심 모형

영어 교과서

↗ ↖

교 사 ⇄ 학습자

과제중심 모형은 영어교과서가 과제의 기능을 하므로 교실에서의 학습자의 언어

수행(performance)을 극대화할 수 있다. Phyllis Vogel등(1982:244)에 따르면, 이러한

모형은 학습자 상호간의 생각과 정보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실 상

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 즉, 언어입력은 생각과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하고 상호작용

은 교실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 중심이며 과제는 실생활의 기준에 적절한 것으로 요

구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점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학습자 중심의 영어

교육은 상호작용적이며 과제지향적 영어교과서의 구성을 요구한다. 우리 나라의 초중

등 영어교실에서 요구되는 영어교과서는 수직관계 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학습자 중심의 영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영어를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로 교수․학습하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영어 교육정책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영어교

과서 개발이 교사 단독으로 제작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면에서 낭비가

초래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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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영어교과서의 변화

국내적 관점의 영어교과서의 개념은 교육과정과 연관성이 깊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의 변천에 따라 영어교과서의 방향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은

여섯 번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변화해 왔는데, 특히 제 4차 교육과정부터 제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방법의 전환

을 시도하였고 생활영어 위주의 기능중심 교수요목으로 전환하였다.

1. 영어교과서와 교육과정

영어교과서는 교육과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교수요목에 의해

교육내용을 실현하게 된다. 교수요목은 영어교과서의 실제적 구성을 유도하는 틀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과정이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평가,

관리 및 행정을 담당한다면, 교수요목은 영어교육에서 교육과정의 결정 단계를 교육내

용의 실행 단계로 연결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교수요목은 교육정

책을 교육 목표와 방법으로 구체화시켜 교육현장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영어교과서를 제작하는 기본 윤곽을 제시한다.

현행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제 6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의사소통 능

력 중심의 교수요목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능력을 기르지 못했다는 반성과 더불

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차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중심이 아닌 의사 소

통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대전환을 시도했었다. 그 결과, 영어 교육의 목표도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두었으며 내용도 의미-기능 교수요목(notional-functional syllabus)

을 근거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6차 교육과정은 그것대로 한계와 약점이 있다. 첫째는

기능 중심의 교육과정이 과연 최선의 교육과정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문법을 완전

히 도외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셋째는 교육과정 내용 진술이 이해, 표현으로 포

괄적으로 진술되어 있어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개념, 기능 중심

교수요목은 적용 후 성공한 보고가 현재까지 없으며,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제한된

학습 시간 내에 내용을 다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의사 소통에 필요한 기본적

인 개념만도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 교수요목 자체의 비체계성 때문에 문

법 사항은 비체계적으로 되며 중요한 문법인데도 결정 기준이 없어 빠질 우려가 있다

는 것이다. 이런 약점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요목의 특징은 기존의 교수요

목을 우리 현실이 EFL 상황임을 감안하여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의사 소통이란 정확성(accuracy)과 유창성(fluency)을 겸비해야 한다.

정확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문법을 정확히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의미-기능 중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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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목과 문법 중심 교수요목을 잘 절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

에 자연스런 상황에서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소재를 다양화해서 영어교과

서의 구성도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영어교과서의 개념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교

육과정의 개정 공포를 중심으로 ‘교수요목 시기, 제 1차, 제 2차, 제 3차, 제 4차, 제 5차,

제 6차 교육과정 및 제 7차 교육과정’과 같이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하여 영

어교과서의 전반적인 개념변화를 고찰한다.

2. 영어교과서와 교수요목

전통적으로 교수요목은 교육내용의 선별과 등급화에 치중하였지만 최근에는 교육과

정의 전문화에 비기는 교수요목의 다양화와 체계화 추세에 있다.

Yalden(1983)은 교수요목이 구조화되는 원칙은 언어학적 내용을 선택하는 문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교수요목 설계에는 언어적 요소, 교육적 상황, 학습자의 특성, 교

육제도가 운영되는 상황, 언어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한다. 교수요목과 교육과정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이며 교수요목은 교육과

정을 현실적으로 구현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Breen(1987)은 교수요목이 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첫째, 교수요목은 학습자와 교사가 가르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윤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교수요목은 사용자들에게 일관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교수요목은 학습한 내용에 대하여 회상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교수요목은 동료, 학습자, 혹은 다양한 사회기관에 설명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교수요목이 실행되는 환경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수요목은 지도할 내용과 지도 시기, 방법을 상당한 정도로 정해주기 때

문에 교육과정 입안자와 개발자, 교사 양성가, 교사들에게 연구기초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제 5차나 제 6차 영어과 교육과정이 결과 지향적 교수요목(product-oriented

syllabus)으로 볼 수 있다면,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요목은 과정 지향적

교수요목(process-oriented syllabus)과 결과 지향적 교수요목(product-oriented

syllabus)의 결합된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10) 왜냐하면, 이미 제 6차 영어과 교육과

10) 과정 지향적 교수요목은 절차적 교수요목(procedural syllabus)과 과업중심 교수요목

(task-based syllabus)이 있다. 이 두 가지 교수요목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

는데, 주로 활동과 과업들을 차례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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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도 언어 기능 항목에서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간단히 묘사하기,” “말이나 글의

의도, 목적 등을 알기,”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간단한 편지 쓰기” 등과 같은 과업

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정 지향적 교수요목을 이미 도입하

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수요목 시기에서 제 7차 교육과정까지

교수요목 시기(1946.11-1954.3)의 영어교육의 기본 방침은 회화력, 작문력 향상, 번역

과 문법 등을 통한 독서력의 증진, 발음, 철자법, 어법 등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여 영어교육에 교양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 시기의 영어교재의 내

용은 회화, 독해, 문법, 작문 등으로 세분화되었으나 듣기기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내

용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다.

제 1차 교육과정(1954.4-1963.1)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영어와 국어간의 어휘, 문

법, 성음 등과 같은 언어적 상이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대조분석적 이론에

의존했다. 또한 미국영어의 사용을 권유했고 청취력과 구술력은 독서력과 기술력을 촉

진하는 기반으로 보고 청화식 영어교수이론(audio-lingual approach)을 토대로 하였다.

그리고 언어의 기능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로 지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문형연습을 통한 습관의 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영어과 과정 전개의 원칙을 청화식 교

수이론의 절차에 의존하였다.

이 시기의 영어교과서의 문형 분류는 미국 구조주의와 기술문법에 기반을 두었다.

특히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언어재료 구성에 단계를 두어 사용 어휘를 제한하였는데 이

는 언어의 사용보다는 언어의 정확한 지식을 갖게 하는데 영어교육의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차 교육과정(1963.2-1973.1)의 중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서 사용하는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I,

고등학교 II로 구분하여 기능별로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로 지도한다. 듣기

와 말하기의 학습 활동에는 암기와 활용으로 대별된다. 활용은 실생활과 연관되거나

경험한 일을 중심으로 한다. 특별히 주목할 사항은 저학년에서 영어의 정확한 음성에

익숙하게 하고 정확한 기초적 용법을 습득하게 하는 반면, 고학년에서는 영어의 일반

적 규칙을 습득하게 하고 정확한 어휘와 구문의 암기를 권장한 일이다. 이는 의사소통

을 위해서는 정확한 언어의 습득이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므로 발음, 구문, 어휘

등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이 교수의 목표가 된다.

제 3차 교육과정(1973.2-1981.11)은 교육과정 상세화 시기이다. 언어의 기능적 측면

을 강화하기 위하여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적 언어기능의 신장을 강조하였

서 자연히 언어를 배우게 하는 교수요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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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어 소재도 학생의 주변생활에서 시작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듣기

와 말하기를 우선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문형, 문법 사항과 필

수 어휘표 및 제시 문장의 제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이 문법중심의 수

업으로 일관되어서 생활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11)

교수요목 시기 이후, 제 1차, 제 2차, 제 3차 교육과정의 변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문법 중심에서 언어의 기능별 지도를 중심으로 변화된 것이다. 특히 제 1차와 제 2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언어의 기능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로 지도

할 것을 제안한 점이다. 이러한 기능별 학습의 순서 개념과 더불어 문법 번역식 교수방

식을 도입하였다.12)

그러나 이러한 기능별 교수 순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듣기단계에서 학습자의 내적

발화(inner speech)를 동반하게 되어 올바른 발화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지 못하였던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 3차 교육과정에서는 청취 발화식 순서를

도입하여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적 언어기능의 신장을 강조하면서 언어 소

재도 학생의 주변생활에서 시작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듣기와 말하기를

우선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13) 이러한 언어기능의 통합적 방향은 1960년대에 도입

11) 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 한국교과교육과정의 변천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303.

12) 언어의 기능에 관한 전통적 문법번역식 순서는 읽기(Reading:R)와 쓰기(Writing:W)를

먼저 강조함으로써 언어기능의 교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R + W → (L + S)

그러나 이 순서로 배운 학습자는 읽기는 아주 잘 하지남 쓰기는 부족하였으며, 듣기

(Listening:L)와 말하기(Speaking:S)는 거의 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Cook(1967), Burling(1968), Postovsky (1971)은 언어를 들은 다음 그것을 말해보고, 그

다음 읽기를 하고 쓰기를 하는 교수 순서를 제시하였다.

② L→S→R→W

그러나 개선된 기능별 교수 순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듣기단계에서 음성으로 발화하

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의 내적발화를 동반하게 되어 올바른 발화를 생산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박경자․강복남․장복명 공저, 언어교수학 박영사. 1994).

13) 이러한 개선책은 듣기와 말하기를 병행함으로써 수용적 기능(receptive skills)과 생산

적 기능(productive skills)의 조합방식의 청취발화식 순서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듣

기와 말하기는 청취발화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다. 청취발화기능(L+S)은

서로를 강화하며 문자기능(R+W) 역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L + S → R + W

② L + S + R + W

두가지 방식은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② L + S + R + W의 기능통합적 방

식은 각 기능들이 분리될 수 없다는 변형생성 언어학자들의 주장에 의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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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청취기술(듣기+말하기) 위주방식과 각 언어기능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변형

생성 언어학자들이 제시한 전체적 통합(듣기+말하기+읽기+쓰기)을 반영하고 있다.

제 4차 교육과정(1981.12-1987.2)의 특징은 살아 있는 생활영어의 필요성을 강조하

여 대화능력 및 듣기기능을 강조하였고 영어학습의 동기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일상 생

활과 관련된 소재를 중심으로 하였다. 문법 교육보다 활용할 수 있는 언어기능 개발을

중시하였다. 언어기능별 교수 순서는 ‘듣기와 말하기’ 중심이었다. 이러한 기능의 기초

가 되는 것은 정확한 발음이므로 언어 재료에 발음 항목을 추가하였다. 본문 앞의 내용

은 Dialogue가 중심이며 Listen, Listen and Repeat, Oral Practice는 Dialogue를 위한

과정들이다.

제 5차 교육과정(1987.3-1992.10)에서는 각 학년별 목표의 기술에서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로 되면서 ‘듣기와 말하기’를 중시하였다. ‘기능’과 ‘재료’면에서 인지적

학습이론과 의사소통중심의 교수이론이 반영되었다. 소재의 선정에도 학습자의 흥미

와 필요, 유용성 등을 고려한 학습자료를 포함시키도록 권장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언어능력의 신장을 위한 정확도(accuracy)만이 목표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유창성

(fluency)을 지향한 점이다.

이 시기에 고등학교 ‘영어 I’에 사용된 어휘는 1981년 교육과정의 규정보다 100단어

가 감소된 1,600어 정도이다. 어휘의 감소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영어

교육의 목표가 언어의 활용, 즉 의사소통중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 6차 교육과정(1992.11-2001.2)에서는 ‘기능-의미’ 중심의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요목을 도입하였다. 종래의 ‘언어기능’으로 내용을 구성하던 체제

를 ‘언어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으로 양분한 점이다. ‘문법과 문형’에 관한 항목을 삭제

하여 구조 중심의 영어교육을 지양하고 의사소통 기능의 하위 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

하였다. ‘생각이나 느낌의 표현, 친교 활동, 대인 관계 형성, 부탁, 지시, 정보교환, 의견

교환, 문제해결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제 6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언어기능을 이해기능과 표현기능으로 양분하

여 이해기능의 습득이 표현기능의 습득보다 우선한다는 ‘언어습득 원리’를 도입한 점

이다. 즉 말하기 교육이전에 듣기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 일상 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듣기와 말하기’ 중심으로 한 언어

기능 개발을 중시한 이후, 제 5 차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언어기능 개발이 ‘듣기와 말하

기→읽기와 쓰기’로 되면서 ‘듣기와 말하기’를 중시한 의사소통을 위한 유창성을 지향

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제 6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 7차 교육과정(2001.3-현재)에도 그

대로 반영되었다.14)

다.(ibid, 168).

14) 제 6차와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언어 기능은 6차 교육과정에서의 이해 기능/표현 기능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언어 기

능 분류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6차 교육과정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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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공통적인 특징은 ‘듣기와 말하기’의 중요

성이다. 이러한 중요성은 영어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예를 들어 현행 초중등학

교 영어교과서의 체제에서 ‘듣기기능’이 대부분 먼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영어과 초중

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서 개발 방향에 충실하게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듣기중심으로

듣기지도를 먼저 하도록 영어교과서의 구성을 요구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어교과서가 과거와 달리, 어떠한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정

착되었는지 시대적 개관에 대한 약술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변

화 그리고 영어교재의 모형과 개념에 관해 논의하였다.

영어교재에 관한 국외적 추세는 문법중심에서 통합적 언어기능에 기반을 둔 의사소

통중심으로 전환되어 왔다. 국내적 추세도 국외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문법중심에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내 영어교과서는 이제까지 외국의 언어이론이나

제 2 언어습득이론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영어교재제작의 방향을 설정해

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영어교과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이 시대 변화에 맞게 교육부는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을 강화

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은 영어교과서가 영어과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한 교수․학

습의 주된 자료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어교과서는

다양한 사실과 실생활과 관련된 사례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구성 방식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보급된 초․중등 영어교과

서는 현재 다양한 교실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 구성으로 되어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는 3～4학년과 5～6학년용 영어교과서와 보조학습 자료로서 CD-ROM TITLE로 교실

활동 수업을 하는 등 다양한 교실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등학교용 영어교과

서는 단색 위주의 영어교과서에서 원색 위주의 영어교과서로 전환함으로써 시각적으

로 영어교과서의 외형을 양질화하였다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영어교과서는 학습자가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어 교수․학습중심의 내용 구성 방식에서 학습에 초점

을 더 둠으로써 영어교과서의 내용이 설명적인 기능 뿐만아니라 기술변화에 따른 정보

소통 기능’을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사 소통 활동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7차 교육과정

에서는 언어 재료의 영역 속에 ‘문화’영역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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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능이 훨씬더 강화되어야 하겠다. 영어교과서의 내용이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

중심으로 체계화되어야 하므로 교육 내용,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기준들이 학습과정에

서 충실히 점검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내용 구성 방식의 영어교과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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