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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Air and Correspondence High School (ACHS) in Korea was

established in 1974, it has been serving many people who couldn't take

the opportunities for learning in the regular high school due to several

reasons. Regardless of the rapid change in technologies and educational

needs during the past 31 years, however, ACHS hasn't changed much.

Concerns have been recently made about the validity of the unchanged

school system and many issues have been discussed relating to the

innovation of the school system. Focusing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with respect to the school system,

this paper examines the 7th English Curriculum for ACHS. The paper

also investigates the textbooks used in ACHS to see how closely they

align with the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and ACHS' instructional

method by employing McDonough and Shaw's(1993) framework for

textbook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current curriculum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ACHS's characteristics, which leads to the

adoption and development of inappropriate textbooks in terms of overall

coherence, proficiency level, etc.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for ACHS should be

based upon the students' needs and their level of proficiency rather

than depending o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intended for the relatively homogeneous school-age learners.

[curriculum/textbook analysis/ secondary school, 교육과정/교과서

분석/중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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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는(이하 방송고) 경제적 여건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교육 대상자들을 위해 초․

중등교육법 제 51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의 공립학교에 부

설로 처음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과 출석수업, 첨삭지도 등의

교육방법을 활용한 교육을 제공해 오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방송고의 교육이 급격한 시대적,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기술의 발달로 일방향성의 매체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양방향성 매체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송고에서는 라디오를 활용한 수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들어 학계에서 현재의 방송고 교

육에서 발견되고 있는 문제점을 주시하여 방송고 교육에서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충남대학교 사이버교육연구센터,

2004).

충남대학교 사이버교육연구센터(2004)에 따르면, 현행 방송고가 안고 있는 일반적

인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현재의 방송고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

및 단위 배당은 일반계 고등학교(이하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 둘째, 현행 방송고의 수업은 방송, 강의 출석수업, 통신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이러한 수업․운영 체제는 방송고 학생의 교육 요구 및 입학 동기를 만족시

키기에 미흡한 점이다. 셋째, 현행 방송고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일반고의

1/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이라는 방송고 설치 취지 및 목적을

살리기 어려운 점이다. 넷째, 현행 방송고 교사는 방송고가 부설로 되어 있는 일반

고의 교사가 겸직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인 학습자가 대부분인 방송고 학생의 교

수․학습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방송고 운영 실태와 관련된 이러한 네 가지 문제점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먼저 제7차 방송고 영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그 후 현재 방송고의 교수․학습

활동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검정 및 인정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사이의 연계성 유무를 조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

한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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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고 영어과 교육과정은 방송고설치기준령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

779호)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1997-15호)에 따르고 있

으며(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지원센터, 2005), 다음과 같다.

․ 보통과의 교육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한다(제3조 제1항).

․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은 실업계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과

정을 준용한다(제3조 제2항).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 기준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방송고의 영어

과 교육은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방송고 학생들은

연령, 학습능력, 교육적 요구 등에서 일반고의 적령기 학생들과는 매우 다른데, 이

러한 특성을 도외시한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현행 방송고의 영어과 교육은 일반고 교육과정을 준용하고 있다(일반고 교육과정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1997) 참조). 방송고 영어 과목 편제 및 단위 배당은

일반고에 따르되, 학생들의 기초 학력 부진, 학업과 생업의 병행 등의 상황을 감안

하여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방송고 영어 과목 편제 및 시수

이수단위 시수(1학기) 시수(2학기)

계방송

강의

출석

수업

통신

학습

방송

강의

출석

수업

통신

학습

1학년

(영어)
8 46 12 10 46 12 10 136

2학년

(영어 I)
8 36 10 22 36 10 22 136

3학년

(영어 회화)
8 35 10 23 35 9 23 136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지원센터(2005)

위의 표에서 1단위는 방송강의, 출석수업, 통신학습의 방법을 통해 주당 시수(50

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1학기 동안(17주) 이수하는 수업의 양을 가리킨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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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고의 특성상 방송수업에서의 1단위 시수는 단축, 운영되어 1시수를 20분 단

위로 편성하게 되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지원센터, 2005).

이처럼 일반고 교육과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탓에 방송고의 교육과정에서는 고

유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론 방송고 영어 과목의 편제에 있어 선택 중

심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2, 3학년에 개설할 선택 과목의 선정은 1999년에 실시한

설문 및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영어 I과 영어 회화 과목

을 개설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한국교육개발원, 1999, p. 62의 표 III-17 참조). 그

러나 전일제 수업을 하는 일반고 학생에게 맞춰진 일반고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

과정을 그대로 적용한 1학년의 경우는 여전히 수준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

겠다.

방송고 학생들은 연령, 학습능력, 교육적 요구 등에서 일반고의 적령기 학생들과

는 매우 다르다. 또한 방송고의 영어교육의 방송강의, 출석수업, 통신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송고 학생들의 배경 및 방송고에서 채택하는

교육방법이라는 두 가지 특수성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방송고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방송고의 특수성

과 이에 관련된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고의 학생들이 비슷한 연령대의 적령기 학습자인 반면, 방송고 학생들

의 대부분은 30-40대 이상의 학업 적령기를 넘긴 성인학습자로서 연령, 직업 등에

서 다양하다. 이러한 방송고 학생의 인적 특성은 표 2～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방송고 학생의 연령대

연령대 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학생수

(%)

1,503

(11.2%)

3,696

(37.5%)

3,070

(22.8%)

3,885

(28.9%)

1,192

(8.9%)

118

(.9%)

13,464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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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방송고 학생의 직업

직업

기업

대표

및

임원

전문

가

기술

․

기능

직

사무

직

서비

스직

판매

직

농․임

․어업

자영

업

종교

인

예술

인

군

인

주

부

기

타

미취

업

학

생

수

1.4

%

1.9

%

11.3

%

7.0

%

8.5

%

6.8

%

3.5

%

10.3

%

0.9

%

0.2

%

1.1

%

22.9

%

11.0

%

14.0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3)

표 2에서 보듯이, 19세 미만의 학습 적령기 학생수는 전체의 11.2%에 불과하다.

또한 30세 이상의 학생이 22.8%에 이르고 있고 40세 이상의 학생도 38.7%나 되어

서 대체적으로 40세를 전후로 한 연령층이 평균, 중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4 이상이 학령기를 넘긴 이들 성인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영어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표 3에서 보듯이, 방송고 학생들은

3/4 이상이 사회에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방송고의 직업

별 학생수에서 가장 높은 백분율을 보이는 것은 주부로서 전체 학생의 22.9%를 차

지하고 있다. 주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상은 1986년부터 1999년까지 약 4년 주

기로 직업별 학생수를 조사한 한국교육개발원(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바

이다. 이는 전체 학생의 약 1/4을 차지하는 이들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이나 방법

의 조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방송고 학생들은 중학교 졸

업 이후 장기간의 교육공백으로 말미암아 기초 학력 부진이나 선수 학습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준용한 교육

과정에 기초해 개발된 검정 및 인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내용 사이에 괴리가 있다. 이러한 괴리

현상은 학습자의 낮은 학업 만족도를 가져오고 결국 중도 탈락과 학업 소외로 이어

지게 된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경험 중심,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맞도록 내용의 수준과 분량이 적정화된 교육과

정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은 1999년에 방송고 학생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과정의 요구에 관한 면담 및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50.9%의 학생들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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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반고 학생들이 연령에 따른 순차적 교육을 받는 반면, 방송고 학생들의

대부분은 장기간의 교육 공백이나 학업과 생업을 병행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순차

적 교육을 받기 어렵다. 연령대, 사회적 상황이 매우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방송고 학생들을 상대로 획일적인 교육과정 이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대안으로서 비순차적 이수방식으로의 전환이 제안되기도 하였다(충남대

사이버교육연구센터, 2004). 이런 전환을 위해서는 교수매체 전환 및 3년 6학기제

등과 같은 유연한 교육과정 이수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현재 학년별로 한 개의 영

어 과목을 이수하게끔 하고 있는 편제 대신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과목을 다양

하게 개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고 학생들은 출석수업 위주의 교육을 받는 반면, 방송고 학생들은 방송

강의, 출석수업, 통신학습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 방송고는 전체 수업의 약 55%

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약 20%를 연간 2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출석수업을

통해, 약 25%는 첨삭지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지원센터, 2005). 이처럼 특수한 수업 전달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출석수

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의 학령기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방송고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방송고 고육과정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방송고 교육과정 편성의 구체적 원칙이

나 지침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방송고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에 나타

나 있는 “...일반계 교육과정을 준용한다.”와 “...1시수는 20분 단위로 편성한다.”라는

조항만으로 방송고에서 교수․학습해야 할 영어과 내용의 양을 가늠하기는 매우 어

렵다. 물론 이 조항을 통해 방송고에서는 일반고에서 다루는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

의 약 40% 정도만을 방송수업에서 다루면 된다는 산술적인 계산은 가능하다. 그러

나 일반고 출석수업에서의 50분과 방송고 방송수업에서의 20분을 단순히 산술적으

로만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학생에게 전달되는 교수․학습 내용의 집약

도에 있어서 출석수업과 방송수업 간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유영만, 2001;

이인숙, 2000).

또한 이러한 교수․학습 내용의 양적 측면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는 점 외에도 방

송고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에 나타나 있는 조항만으로는 현행 영어과 교육과

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질적 해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단 방송에 의한 수업에서

1단위 시수는 교과의 특성 및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축 운영할...”이라고 막연

히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고 교육과정의 내용 중에서 방송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이들의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별하는 일이 방송고에서 사용되는 영

어 교과서의 개발자나 담당 영어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진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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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일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하는 현재의 방송고 교육과정은 방

송고 고유의 특성을 살려 어느 수준의 교과 내용을 얼마나 가르쳐야 한다는 준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방송고 고유의 영어과 교육과정은 없

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현재의 유명무실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구체

적 산물인 교과서 사용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방송고 1학년의 경우

일반고에서 사용하는 고등학교 10학년용 검정교과서중 1종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

고 2, 3학년의 경우 일반고 교육과정을 준용한다는 지침에 따른 인정교과서를 개발

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검정과 인정이라는 상이한 교과용도서 체제 하

에서 개발된 교과서간에서 내용적 연계성이나 일관성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

렵다.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기반을 두어야 할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활동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방송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과 교과서는 1학년 영어 과목의 경우 검정교

과서를 사용하고 2학년의 영어 I 과목과 3학년의 영어회화 과목의 경우 인정교과서

를 사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검정 및 인정교과서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

펴본 후 이들 교과서에 대한 분석 방법과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1. 검정 및 인정교과서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제도에 따르면, 교과서는 크게 국정 도서

와 검정 도서, 그리고 인정 도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개념은 다음

과 같다(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첫째, 국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과 함께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결정된 교과목의 교과서들로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대부분과

중등학교 국어, 도덕, 국사 과목 교과서 및 전문과목의 교과서들이 여기에 속한다.

국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 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둘째, 검정 도서는 국정 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이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국정교과서

교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등학교 교과용도서가 검정 도서로 발행되었다. 검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 도서의 검정은 그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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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한 자나 발행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자나 발행자가 검정 도서를 출판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 자격의 출판사와 검정 도서 출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를 집필해야 한다. 그 후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검정심사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 합격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검정도서의 검정 기준

은 교과목별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인정 도서는 교육장이 관할 구역 안의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교과용도서

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어 인정 도서의 사

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교과용도서이다. 당해 학교장이 직접,

혹은 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면 인정 심사를 거쳐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정 합격 결정을 받은 도서이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초등학교 사회과목의 지역 교과서나 재량활동용 교과서들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교과용도서 종류 중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서 제도는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방송고의 영어과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로서 개발된 것이다(조난

심 외, 1999, 2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2. 영어과 인정교과서 내용 분석

1) 분석 대상 및 방법

현재 방송고에서 학년별로 사용 중인 검․인정 교과서 3종은 다음과 같다.

․ 1학년: 고등학교 영어 (이찬승 외, 능률교육)-검정 교과서

․ 2학년: 영어 I (한국교육개발원,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인정 교과서

․ 3학년: 영어 회화 (한국교육개발원, 두산)-인정 교과서

1970년대부터 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교과서 분석에 대한 많은 학

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교과서 분석 기준으로 사용할 만한 것은 많은

편이다(손미용과 이재근, 2005; Dubin & Olshtain, 1986; Finocchiaro & Bonomo,

1973; McDonough & Shaw, 1993; Stevick, 1972; Tucker, 1978). 본 연구에서는 이

런 분석 기준들 중 비교적 최근 기준인 McDonough와 Shaw(1993)의 교과서 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McDonough와 Shaw(1993)의 분석 모형은 크게 거시적 분석

기준과 미시적 분석 기준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거시적 분석 기준은 교과서

의 외부적인 측면에 관한 분석 기준을 나타내고 미시적 분석 기준은 교과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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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언어기술, 내용, 언어기능 연습 활동의 유형 등에 관한 분석 기준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범주에 토대를 두고 방송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3종 교과서를

외형적 체제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3종 교과서가 동일

한 학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및 1, 2학년은 영어의 4기능을 다룬 반면 3

학년을 회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McDonough와 Shaw(1993)의 미

시적 분석 기준을 활용하되, 난이도와 선행 학습을 고려한 내용 배열 등과 같은 학

년간의 체계적 연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를 위해서는 3종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구두언어 자료만을 분석

하기로 하였다.

2) 분석 결과

3종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서 보듯이, 3종 교과서 중 검정 교과서인 1학년 교과서와 인정 교과서인 2, 3학년

교과서 간에는 뚜렷한 외형적 체제상의 차이가 있다. 첫째, 1학년 교과서의 경우 일

반고에서 사용되는 대다수의 검정 교과서가 12～14개의 단원으로 나눠 놓은 것처럼

12개의 단원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2, 3학년 교과서의 경우 16개의 단원 체제

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격주마다 출석수업을 하는 방송고의 수업 방법 및 1년

중에 있을 방송고의 주요 행사를 포함한 수업 일정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1학년 교과서의 경우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화/보충용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체제 및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각 단원별로 단

원 말미에 ‘Catch up'과 ’Extend it'을 제공하고 있는 점과 부록에 ‘배치검사,’ ‘성취

검사,’ ‘읽기심화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고

교육과정을 준용한다는 방송고의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2, 3학년 교과서의 경우

심화/보충용 수준별 교육에 관련된 항목은 각 단원 내에서나 부록에서나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각 단원의 구성에 있어 1학년 교과서의 경우 일반고에서 사용되는 대

다수의 검정 교과서가 채택하고 있는 제시 순서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

로 되어 있다. 반면 2, 3학년 교과서의 경우 각 단원별로 총 6차시의 수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 차시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2학년의 경우 차시 내에서도 어떤 내용

요소는 라디오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어떤 내용 요소는 출석 수업을 통해 학습한다

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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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방송고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

영어(1학년) 영어 I(2학년) 영어회화(3학년)

쪽수 318쪽 351쪽 203쪽

단원

수
12단원 16단원 16단원

단원별

쪽수
22쪽 20쪽 10쪽

구성

항목

․ 12단원(264쪽)

․ 부록(64쪽)

-배치, 성취검사

-듣기스크립트

-읽기심화자료

-어법설명

-어휘목록

-사진 출처

․ 16단원(320쪽)

․ 부록(31쪽)

-모범답

-어휘목록

-참고문헌, 사진 출처

․ 16단원(160쪽)

․ 부록(43쪽)

-듣기스크립트

-어휘목록

-참고문헌, 사진 출처

단원별

체제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어법, 심화/보

충자료의 순서로

제시

-Listen and speak 1

-Listen and speak 2

-Go for It

-Before you read

-After you read

-Write it

-Language focus

-Do it yourself

-Catch up

-Extend it

․ 차시별로 제시

․ 차시 내에서 방송

수업, 통신학습, 출석

수업, 자학자습으로

구분

-1차시: Listening

(방송수업+통신학습)

-2차시: Reading 1

(방송수업+통신학습)

-3차시: Reading 2

(방송수업+통신학습)

-4차시: Reading 3

(방송수업+통신학습)

-5차시: Reading 4

(방송수업+통신학습)

-6차시: Speaking,

Writing, and

Exercises

(출석수업+자학자습)

․ 차시별로 제시

-1차시: Warm up

-2차시: Dialog 1,

Speaking activity 1

-3차시: Dialog 2,

Speaking activity 2

-4차시: Speaking

practice

-5차시: Project work

-6차시: Check your

progress

이처럼 학년별로 두드러지게 다른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 차이는 방송고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없이 일반고 교육과정을 준용한다는 현재의 방송고 교육과

정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이다. 이 문제점은 1학년의 경우 일반고의 적령기 학생

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수정, 가감 없이 그대로 채택한 탓으로 인해 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3학년 교과서의 경우 방송고의 연간 출석 수업 일수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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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방법 등을 고려한 체제를 택함으로써 현재의 경직된 방송고 교육과정을 유연하

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 1학년 교과서의 경우 이러한 유연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방송고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울 교과서의 외형

적 체제가 2학년 때 배울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와 매우 상이한 데서 오는 학습의

연계성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국민공통기본과정의 마지막 단

계인 10학년 즉 고 1 과정을 마친 후 선택교과과정으로 들어가는 고 2, 3 과정의

틀을 갖고 있는 일반고와는 달리 학년별로 한 개의 과목만이 개설되어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식적 선택교과과정 하에서 사실상 필수과목으로 학습하는 방송고에

서 외형적 체제가 학년별로 크게 다르면 학습자가 교과목간의 연계성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학년에서는 영어를, 2학년에서는 영어 1을 학습하는

데 두 과목 모두 4기능을 다루는 통합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에서는 교과서

에 제공되지 않았던 본문 해석이 2학년 교과서에는 전부 실려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일반고와 매우 상이한 수업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방송고 영어 수업의

시작 단계인 1학년에서는 어떤 내용 요소를 어떻게 교수․학습해야 하는지가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에게 내용 요소의 선정에 대해 주

관적으로 판단하게 한 반면 2학년에 들어서부터는 수업 방법 등과 연계된 교과서를

제공하는 현재의 교과서 외형적 체제는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과서 외형적 체제상의 상이성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어려

움은 외형적 체제의 차이점이 곧 내용적 측면의 차이로 이어진다는데 있다. 다음의

표 5～표 7에서는 3종 교과서의 내용적 측면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단원별 학습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의사소통기능 수1) 및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1학년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사소통기능의 수는 48개인

반면 2, 3학년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사소통기능의 수는 각각 32개이다. 각

의사소통기능별로 난이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

을 수도 있다. 그러나 2, 3학년용 교과서에 비해 1학년 교과서에 더 많은 의사소통

기능 수가 제시되어 있음은 분명하며 이런 수치상의 차이는 1학년 교과서에 보는

관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더 많은 학습량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주목할 사항은 학년별 의사소통기능의

유형이다. 현재의 교육과정에 따르면(교육부, 1997),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기

1) 이 항목의 경우 단원에 제시된 모든 의사소틍기능의 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원별로

첫 쪽에 본 단원의 학습 목표로서 기술된 의사소통기능 수를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단원의 처음에 제시된 의사소통기능은 해당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교수․학습할 내용을 나타

낸다고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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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사소통기능 수 및 유형

영어(1학년) 영어 I(2학년) 영어회화(3학년)

전체

의사소통

기능 수

48개 32개 32개

단원별

의사소통

기능 수

4개 2개 2개

의사소통

기능

유형

․ 친교활동: 5개

․ 사실적정보교환: 7개

․ 지적태도표현: 15개

․ 감정 표현: 9개

․ 도덕적태도표현: 1개

․ 설득과 권고: 4개

․ 문제해결: 7개

․ 친교활동: 3개

․ 사실적정보교환: 6개

․ 지적태도표현: 9개

․ 감정표현: 7개

․ 도덕적태도표현: 2개

․ 설득과 권고: 2개

․ 문제해결: 3개

․ 친교활동: 8개

․ 사실적정보교환: 6개

․ 지적태도표현: 4개

․ 감정표현: 4개

․ 도덕적태도표현: 0개

․ 설득과 권고: 2개

․ 문제해결: 8개

능과 예시문’은 크게 7가지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들 항목 중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친교활동 항목에는 인사, 소개, 감사, 칭찬, 축하, 감탄, 약속, 기원,

음식권유 및 응답, 대화의 시작 및 끝맺음에 사용되는 의사소통기능이 포함되어 있

다. 이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의사소통기능 항목으로서 처음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교 영어에서부터 다루어지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으로 1학

년 교과서보다 3학년 교과서에서 더 많은 친교활동용 의사소통기능을 다루고 있음

을 들 수 있다. 1, 2학년 교과서는 영어의 4기능을 모두 다루고 있는 반면 3학년 교

과서는 회화 능력 함양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교과서 성격상의 차이를 감안하더라

도, 저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 고학년에서 상

대적으로 더 쉬운 의사소통기능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방송고 교과서의 학년간 연

계성이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난이도에 따

른 연계성 부족은 3종 교과서의 본문에 제시된 듣기/말하기 자료에서 대화 참여자

들이 주고받은 순번 교대(turn-taking) 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다음의 표 6은

이러한 대화 길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1학년에서 학습하는 듣기/말하기 대화의 순번 교대 수는 5.52회

인데 반해 2학년에서 학습하는 대화의 순번 교대 수는 3.32회이다. 순번 교대 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학년이 2학년보다 어려운 대화를 배우는 셈이다. 또한 평균

3회가 약간 넘는 순번 교대로 구성되어 있는 대화를 2학년에서 배운 후 3학년에 들

어서게 되면 지금까지 배운 대화에서 제시된 순번 교대 수의 세 배 가까이 되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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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방송고 교과서 듣기/말하기 자료에서의 대화 길이2)

영어(1학년) 영어 I(2학년) 영어회화(3학년)

전체 대화 수 48개 98개 32개

전체 대화의 순번 교대 수 265회 325회 286회

대화별 평균 순번 교대 수 5.52회 3.32회 8.94회

균 약 9회 가량의 대화를 학습하게 된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량 및 학습 수

준을 점진적으로 늘림으로써 학습자가 느낄 인지적 부담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의 방송고 교과서의 듣기/말하기 대화 자료에서는 학습량과 수준이라

는 학년간 연계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년간 연계성 부족 현상은 표 6에서 언급한 대화의 전체 단어수를 비교

한 다음의 표 7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7

방송고 교과서 듣기/말하기 자료 중 대화의 단어수

영어(1학년) 영어 I(2학년) 영어회화(3학년)

전체 대화의 단어수 2,644단어 3,205단어 2,523단어

전체 대화수 48개 98개 32개

대화별 평균 단어수 55.08단어 32.70단어 78.84단어

표 7에서 보듯이, 1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총 48개의 대화문에서 사용된 단어 수

는 2,644개로서 대화문 1개당 평균 55.08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2학년 교

과서에는 총 98개, 3,20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대화문이 제시되어 있고 이 대화문 1

개당 사용한 평균 단어 수는 32.70개이다. 즉 1학년에 제시된 단어 수가 훨씬 많은

현상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표 6에서 살펴보았던 대화별 평균 순번 교대 수 비교

결과와 같은 양상의 결과이다. 1학년에서는 2학년보다 더 많은 단어 수와 대화 순

번을 포함하고 있는 듣기/말하기 자료를 학습하게 하고, 3학년에 들어서면 2학년

때 학습한 자료의 두 배가 넘는 자료를 제시하는 방송고 교과서의 학년간 연계성

부족이 심각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2) 1학년 교과서에서는 2, 3학년과는 달리 담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년별 비교를 위해 담

화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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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방송고 교과서 듣기/말하기 자료 관련 교수․학습 활동 유형

듣기/말하기 자료 관련 교수․학습 활동

영어(1학년) Listen & speak 1, 2에서 각각 4개의 활동 제시

-활동 1: 개별활동(문제풀이식)

-활동 2: 개별활동

-활동 3: 짝활동

-활동 4: 모둠활동

영어 I(2학년) Listening 1, 2에서 각각 2～3개의 활동 제시

-모두 개별활동(진위형, 선택형 위주의 문제풀이식)

영어회화(3학년) Dialog 1, 2에서 각각 2개의 활동 제시 후 프로젝트 활동으로

마무리

-활동 1: 개별활동(그림보고 대화 연습)

-활동 2: 짝활동

-프로젝트 활동: 짝활동

지금까지 살펴본 표 5～표 7의 결과는 방송고 교과서의 학년간 연계성을 양적 측

면에서 분석한 바, 앞의 표 8에서는 듣기/말하기 자료와 관련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교수․학습 활동의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8에서 보듯

이, 2학년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2종의 교과서에서는 듣기/말하기 자료와 관련해

제시되어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특히 1학년의 경우 듣기/

말하기 자료의 내용을 고려해 개별, 짝, 모둠으로 나뉜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과업

을 기반으로 한 교수법을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남순, 2005; Nunan, 1999; Willis, 1996). 반면 2학년 교과서의 경우 본문으로 제

시된 듣기/말하기 자료의 내용의 이해를 파악하는 성격의 문제풀이식 개별활동으로

만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의 추세인 과업을 기반으로 하고 다양한 양상

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방송고의 특수한 수업 운영 방법인

라디오강의 50%, 출석수업 25%, 자율학습 25%라는 상황 아래에서는 짝활동이나

모둠활동 등은 실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격주에 한 번씩 하게 되는 출석수업

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시간동안 교과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짝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다 소화해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곧바로 현재 교과서에서 제안되

고 있는 개별활동이 좋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러나 적어도 방송

고용 교과서라면 대부분의 수업이 개별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

제로 해서 활동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활동은 개별 학습자가

일방적 강의를 통해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풀이식 외에도 다양하게 전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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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도 유념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송고는 가정 형편 등의 사정으로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운

영되는 곳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20대 이상의 성인학습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현재 방송고에서 실시하

고 있는 영어 수업은 일반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준용하고 있어 이들 성인학습

자의 경험과 생활을 중심으로 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송고의 특수

성을 살리지 못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구체적 산물인 교과서 역시 검정

및 인정 교과서를 혼용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학년 간의 내용 및 영어 수준의 연

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송고의 교육과정 및 교과

서 분석 결과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양적 분석 기

법을 통해, 그리고 구두 언어 사용 양상 위주로 진단해 보았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방송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질적 방법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제한점을 극복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

는 바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방송고 영어과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

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고의 영어과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고 교육과정을 별도로 연구․개발하는 것

이 필요하다. 적령기의 학습자라는 동질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일반고의 영

어과 교육과정은 다양한 연령, 직업, 학습 수준 등을 갖고 있는 방송고 학습자에게

적용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수업을 전제로 개발된

일반고의 영어과 교육과정은 전체 수업의 약 1/4만을 출석수업으로 하고 있는 방송

고 수업 운영 방식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 외에도 그동안 라디오방송 위주

로 실시되어온 방송고 수업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적용 등을 통해 사이버수업과

같은 수업 방법의 도입을 통해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점 등도 반영한 탄력적 교육

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충남대학교 사이버교육센터, 2004). 따라서 방송고

학습자의 특성, 방송고 수업 운영상의 특성, 시대적 변화에 따른 방송고 수업 운영

상의 변화 요구를 담은 방송고 고유의 영어과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방송고 고유의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가야할 업무로서 방송고 고유

의 인정교과서를 학년간의 연계성을 고려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고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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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학생 수에 비해 방송고의 전체 학생수는 매우 적은 편이므로 이들을 위한 검

정교과서의 개발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 주도하의 인정교과서 체제가 바람직하

다고 여겨지는 바, 현재의 인정교과서 제도가 그 한 예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정교

과서는 방송고의 1～3학년에 걸친 학년간 연계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2학년에서부

터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1학년에서 사용되는 검정교과서의 내용 및

학습 분량이 2학년에 비해 많은 등의 양적인 문제점이 있고, 방송고 학생의 수업

방식과는 거리가 먼 교수․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 등의 질적인 문제점도 발견

되고 있다. 따라서 전 학년의 교과서를 인정교과서 체제하에서 개발하되, 방송고 학

생의 경험 중심, 직업 중심 학습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러한 내용을 수준

및 학년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교육부. (1997). 외국어과 교육 과정 (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김남순. (2005). EFL 상황에서의 프로젝트 학습법 활용 방안. 영어어문교육, 11(1),

57-76.

유영만. (2001). E-learning: 디지털 시대의 지식 확산 전략. 안양: 물푸레출판사.

이인숙. (2000). 이러닝: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문음사.

손미용, 이재근. (2005).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쓰기 활동 자료 분석, 영어어문

교육, 11(3), 139-164.

이찬승, 김혜영, 박영걸, 김명주, Field, T. (2002). 고등학교 영어. 서울: 능률교육.

조난심 외. (199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체제 개선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원.

조난심 외. (2000).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

구재단.

충남대학교 사이버교육연구센터. (2004). 방송통신고등학교 체제혁신을 위한 협력연

구센터 운영사업 결과 보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초․중등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연구보

고서 2004-3).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 (1999). 제7차 교육과정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연구보고 CR 99-1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03).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및 정보화 실태 분석(연구자료 RM

2003-1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303

한국교육개발원. (2003). 방송통신고등학교 영어 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육개발원. (2004). 방송통신고등학교 영어 회화. 서울: 두산.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지원센터. (2005). 2005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요람(연구자료 RM 2005-2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 체제 연구. 서

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Dubin, F., & Olshtain, E. (1986). Course desig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nocchiaro, M., & Bonomo, M. (1973). The foreign language learner: A guide

for teachers. New York: Regents.

McDonough, J., & Shaw, C. (1993). Materials and methods in ELT. Oxford:

Blackwell.

Nunan, D. (1999).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Boston, MA: Heinle

& Heinle.

Stevick, E. W. (1972). Adapting and writing language lessons. Washington, D.

C.: Foreign Service.

Tucker, C. A. (1978). Evaluating beginning textbooks. In H. Madson & J.

Bowen (Eds.), Adaptation in language teaching (pp. 219-237). Rowley,

MA: Newbury House.

Willis, J. (1996). A framework for task-based learning. Harlow: Longman.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이소영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

402-751 인천시 남구 용현동 253

Tel: 032-860-7856

Fax: 032-865-3857

Email: soyoung@inha.ac.kr



304 이 소 영

Received in Oct., 2005

Reviewed by Nov., 2005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