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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자료의 약 7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김윤경, 1999), 영어로 읽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EFL 상황

에서는 교실에서 학습한 읽기를 교실 밖의 다양한 상황과 매체를 통해 사용할 기회

가 매우 적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영어 읽기 학습 목표 역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

력을 기르는데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교실에 도입하기

가 무척 힘들다(Li, 1998).

따라서 영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오랜 동안 연구가 수행

되어 왔다(예, Day & Bamford, 1998; Grabe, 1991; Krashen, 1993; Lee,

Jeong-Won & Schallert, 1997; 이소영, 2001). 특히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그 중 하나가 영자신문을 활용한 방법이다. 신문은 읽기 매체이므

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독해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고, 신문 기사는 훈련된 기자가

세련된 필체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 쓴 것이므로 교육적 가치가 높다. 또한 교과

서 등 학교 수업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구문이나 어휘를 신문기사를 통해서 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자신문은 영어에 대한 문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어 모국

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진정성 있는 언어(authentic language)’로 쓰여

있으므로 EFL 상황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이태옥,

2006).

그런데 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 활용 교육에 관한 한 설문조사에서,

NIE(Newspaper In Education)를 활용하기 가장 좋은 교과로 사회과 54.8%, 국어과

22.4%로 나타난 반면, 영어과는 1.6%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정문성, 구정화, 박미

영, 2004). 이는 영어과에서 영자 신문 활용 교육(English Newspaper In Education:

ENIE)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실시되지 못한 탓으로 여겨

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생 세 명을 대상으로 계발활동 시간에 영

자신문을 학습자료로 활용한 학습활동이 그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정

성적으로(qualitatively) 탐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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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활용 교육의 이해

신문 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 NIE)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문

활용 교육의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신문 활용 교육은 정의를 내리는 주

체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최상희(1998, p. 17)는 "학교수업(학습)에 신문

을 교육매체로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의 제고를 위한 교수법이자, 새로운 신문과 교

육의 동반자적 산학협동(또는 NIE적 산학협동)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문 활용 교육을 최초로 실시한 나라는 미국이고,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신문을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다(최상희, 2003). 우리나

라에서도 20세기 중반부터 신문 활용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최상희(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문 활용 교육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학습’과 ‘입시’라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보였다. 1960년에 한국일보사에서

‘소년한국일보’를 창간한 이후 각 신문사에서 경쟁적으로 ‘어린이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언론단체나 일부 일간신문이 NIE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후 2000년대에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NIE는 본격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도 파고들게 되었다.

2. 영자신문이 영어 독해에 미치는 영향

200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영자신문을 학습자료로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이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나 흥미도 증진, 영어

쓰기 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연구도 소수 있었으나, 영자신문

이 주로 읽기 매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 독해 능력과 관련되었다.

배강환(2002)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영어 학습 차원

에서 읽기 중심 교육이 그 동안 무시되어 왔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교육의 실제성,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에 오히려 읽기를 중심으로 언어자료에 대한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에 대한 통합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영어 학습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읽기 자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배강환(2002)은 일선학

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읽기 자료인 영어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

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자신문을 제시하였다. 영자신문은 기존의 영어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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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훨씬 생동감 있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 집중력을 유발할 수 있

다고 보았다. 또한 영어 학습뿐 아니라 타 교과 영역과도 연계될 수 있으며, 역으로

타 교과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가 영자신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영

어 학력이 저조한 학생도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영자신문에 있는 각종 사진, 그

림, 도표를 이용해서 기사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

여할 수 있다. 그의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영자신문을 도입한 수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최경자(2002)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교과서와 영자신

문을 병행한 수업을 통하여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 읽기 능력 신장에 관한 실험연

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학생들은 영자신문을 학습자료로 재구성해서 사용한

경우가 교과서와 부교재만을 가지고 수업한 경우보다 영어 읽기에 대해 흥미와 자

신감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 지문으로 구성된 영자신문을 읽다 보니

영어로 된 읽을거리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학생들이 흥

미를 가지고 있는 기사를 제시하면 어려운 단어가 많아도 자신의 언어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읽기에 집중했다고 보고했다.

김현배(2003)는 영자신문과 잡지를 고등학교 영어학습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교과서 보조 자료로 영자신문과 영어잡지의 짧은 글(예, 광고,

연예란, 스포츠 등)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한

경우보다 학습 흥미를 좀 더 유발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영자신문이 영어학습을 위한 동기 유발 자료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계발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실시한 본 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자발적으

로 지원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영자신문을

교과서와 병행하여 제시하여 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전적으로 영자신문만을 사용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므로 영자

신문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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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05년 3월에 계발활동 부서 중 하나로 영자신문반을 개설하고, 희망

에 의해 가입한 11명의 학생 중 성적이 부진한 3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관

찰을 통해 실시되었다. 학습 활동은 거의 매주 1회씩 실시하여 7월 중순까지 한 학

기동안 진행되었다. 계발활동 시간을 이용하였으므로 수업진도에 구속 받지 않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자신문이 영어 읽기 능력이 부족한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 능

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추론하기 위해, 교과서 등 다른 영어학습 매

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영자신문만을 사용하였다. 연구 시 활용한 영자신문

은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Young Times라는 주니어 영자신문이었다. NIE

용으로 제작된 이 신문은 기사가 수준(level)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기사마다 끝

에 1(쉬운)-3(어려운)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다. 이 신문에는 기사에 대한 번역과 그

에 따른 문제가 실려 있는 학습지가 제공되어 교사가 활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

상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이 신문의 2005년 제11호부터 2005년 제25호까지를

사용하였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세 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이다. 영자신문

반 활동을 신청한 총 11명 중 학생들의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 점수를 토대로 5

월초에 영어숙달도가 낮은(100점 만점에 40-50점대) 3명의 사례 연구 대상 학생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다른 8명과 함께 수업에 임했지만, 연구자의 연구 대상으로서

집중적인 관찰과 면담대상이 되었다.

관찰 대상 학생 세 명은 각기 다른 반에 속해 있었는데, 선정 후 살펴보니 우연

하게 우수 학생 세 명과 각각 같은 반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조합을 짝활동(pair

work)으로 응용하기도 했다.

사전설문조사 결과, A학생은 평소 영어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학교수업 이외의

영어공부에 개인적인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다. 계발활동 부서 선택 시에도 적

절한 부서를 찾지 못해서 영자신문반에 가입했으며,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 점수

는 56점이었다. B학생은 평소 영어에 보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으로,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 점수는 48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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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C학생은 평소 영어에 보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영어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 점수는 45점

이었다.

3. 학습활동 내용

학습활동 내용을 날짜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영자신문반 수업 과정안’을 제시하

였고, 활동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1) 기사를 읽고 해당되는 문제 풀기

영자신문반 수업 과정안 (1)

활동

유형
기사를 읽고 해당되는 문제 풀기 일시: 3.23/4.6/4.20

수업

목표

1.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기사에 따라 제시된 문제를 풀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Warmup & Brainstorming

- 각 기사의 헤드라인을 칠판에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킴.

① Killing the Death Penalty - level 1

② Killing People to Stop Killing People - level 3

③ Arbor Day: Trees are Important - level 1

- 헤드라인과 함께 기사 관련 그림을 제공하여 기사내용을 예측해 보게 함.

전개

◉ Pre-teach vocabulary: 어려운 단어들을 미리 설명해 줌

◉ 각 기사에 해당되는 한 세트의 문제를 배부하고 풀도록 함.

① Write T if the statement is true, and F if false.

② Connect the related phrases.

③ Fill in the blanks based on the article.

④ Choose a word that is the most appropriate for each sentence.

◉ 자신이 한 것과 다른 친구들이 한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함.

정리 ◉ 기사의 한글 해석본을 배부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비교해 보도록 함.

연구 대상자들은 학업 성취도면에서 이질 집단이었기 때문에 수업 중 활용할 기

사 선택 시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할 기사는 고루 안배하여 선택한

후, 수업 중 각 기사를 세트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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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임의로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잘 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구분해서

자료를 배부하면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자신

이 원하는 기사를 스스로 선택해서 배부 받은 것을 다 하거나 그 중 하나만 해도

좋다고 안내했다.

2) 기사 내용을 한글로 요약하기

영자신문반 수업 과정안 (2)

활동

유형
기사 내용을 한글로 요약하기 일시: 5. 11.

수업

목표

1.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기사내용을 한글로 요약할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Warmup & Brainstorming

- 각 기사의 헤드라인을 칠판에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킴.

① Roh Accents Alliance With the U.S. - Level 1

② Bean Paste Curbs Obesity, Study Finds - Level 1

③ Human Cloning: An International Project - Level 2

- 헤드라인과 함께 기사 관련 그림을 제공하여 기사내용을 예측해 보게 함.

전개
◉ Pre-teach vocabulary: 어려운 단어들을 미리 설명해 줌

◉ 각 기사 중 하나 또는 전부를 한글로 줄거리를 요약해서 써 보도록 함.

◉ 자신이 한 것과 다른 학생들이 한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함.

정리 ◉ 기사의 한글 해석본을 배부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비교해 보게 함.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는 두

가지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앞의 활동보다 더 어려워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

여 ‘Level 1’의 기사를 주로 준비하였다. 또한 기사의 난이도와 내용을 고려하였다.

3) 논쟁거리를 다룬 기사에서 쟁점을 찾고 찬성․반대 의견 찾기

이번 기사는 The Korea Herald에서 선택한 것으로, 헤드라인과 내용이 흥미롭

게 보였지만, 어휘나 구문이 어려워보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사였기 때문에 영

어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될 듯하여 기사는 한 가지만 준비해서 양적인 부

담을 줄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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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반 수업 과정안 (3)

활동

유형
논쟁거리를 다룬 기사에서 쟁점을 찾고, 찬성․반대 의견 찾기 일시: 5. 18.

수업

목표

1.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기사에서 논쟁거리를 찾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알아본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Warmup & Brainstorming

- 기사의 헤드라인을 칠판에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킴.

전개

◉ Pre-teach vocabulary: 어려운 단어들을 미리 설명해 줌

◉ 위의 기사를 읽고 다음을 생각해 보도록 함

-What is the issue?

-Pros & Cons

◉ 위 사안에 대한 자신의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도록 함.

◉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함.

정리 ◉ 교사와 함께 정리해 봄.

4) 영문기사를 한글로 번역하기

영자신문반 수업 과정안 (4)

활동

유형
영문기사를 한글로 번역하기 일시 5. 25.

수업

목표

1.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기사를 한글로 번역할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Warmup & Brainstorming

- 기사의 헤드라인을 칠판에 제시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킴.

① Metal Detectors to Be Used to Prevent Exam Cheating - Level 1

② Seoul Motor Show to Be Biggest Ever - Level 2

- 기사에 해당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헤드라인과 그림을 통해 기사내용을 예측하게

함.

전개

◉ Pre-teach vocabulary: 어려운 단어들을 미리 설명해 줌.

◉ 학생들에게 기사를 배부하고 읽어보도록 함.

◉ 영문기사를 한 문장씩 한글로 번역하도록 함.

◉ 활동 시 잘 모르는 것을 짝과 협동하여 활동하도록 함.

정리 ◉ 기사의 한글 해석본을 배부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비교해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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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부터 짝활동을 적용해 보았다. 반별로 함께 앉도록 했고, 이를 통해 부

진한 관찰 대상 학생의 짝활동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나경희와 이선,

2005).

영자신문반 수업 과정안 (5)

활동

유형

헤드라인과 사진을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 추측해 보기,

틀린 해석 찾기
일시: 6. 1

수업

목표

1. 헤드라인과 사진만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를 예측할 수 있다.

2.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3. 기사와 번역본을 보고 해석이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Warmup & Brainstorming

- 헤드라인을 칠판에 쓰고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킴.

① Movie Star Calls for International Help - Level 1

② Have You Ever Wondered... - Level 1

전개

◉ 학생들에게 헤드라인과 영화배우 Angelina Jolie의 사진이 있는 활동지를

배부하고, 기사에 나왔을 것 같은 단어를 5개 이상 추측해서 써보도록 함.

◉ 기사를 나눠주고 자신이 추측한 단어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단어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도록 시킴.

◉ 자신의 추측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기사를 읽은 후 번역해 보도록 함.

정리

◉ 기사의 한글 해석본을 배부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비교해 보도록 함.

◉ 과제 제시: 당근섭취가 시력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Q&A 기사와

번역본을 함께 배부한 후 틀린 해석을 찾아보도록 함.

5) 헤드라인과 사진을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 추측하기, 틀린 해석 찾기

이 활동에서는 헤드라인과 사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시선을 끌만

큼 매력적이거나 그들의 관심 분야를 다룬 헤드라인이나 사진이 있어야 한다. 이

활동을 준비하면서 학습지에 있는 해석 중 틀린 것을 종종 발견했다. 그래서 이를

틀린 해석 찾는 활동으로 응용해서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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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이번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학습활동 전․후의 설문조사와 수

업시간 중 관찰, 사례연구 대상자와의 면담, 그리고 성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성취도 평가이다.

1) 설문 조사

사례 연구 대상 학생 세 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월

에 실시된 사전설문은 총 20문항으로, 처음 10문항은 영어학습에 관한 전반적인 내

용을 묻는 것이고, 나머지 10문항은 영자신문과 관련된 것이었다. 7월에 실시된 사

후설문은 10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사전설문에서 물은 영어학습 관련 내용은 중복

해서 묻지 않고, 주로 영자신문반에서 활동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만 구성하였다. 설

문조사를 통하여 연구 대상 학생의 변화는 물론이고 영자신문반 활동에 관한 전반

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성취도 평가

본 연구의 성과를 알아보는 도구로는 사전검사로서 2005년 3월 30일에 실시한

‘대전시 학력진단평가’와 사후검사로서 2005년 6월 9일에 실시한 ‘2005학년도 전국

연합 학력평가’ 결과를 사용하였다.1) 이 평가는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

는 시험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시험이다. 문제 유형은 ‘대학입학 수학

능력 시험’과 같으며,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만점은 100점이다.

3) 관찰법

주로 계발활동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과제를 해결하는 양상과 어떤 과제를 어려

워하는지, 어떤 과제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지를 관찰하였다. 개인별 관찰

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관찰 항목을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고, 주로 수업 중에 학

생들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관찰해서 관찰일지에 기록했다.

또한 학생들의 개별 활동은 물론이고 학생 상호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관찰

1) 이 연구의 실험은 3월에서 7월 중반까지 한 학기동안 실시되었지만, 학생들의 독해능력 향

상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는 3월 30일과 6월 9일에 대전 지역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표준화 검사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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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4) 면담법

면담은 수업시간 중이나 수업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활동에 대한 느낌이나 어려

운 점 등에 관해 수시로 실시했고, 시간을 따로 내서 집중 면담을 실시하기도 했다.

A학생의 경우는 사전설문 분석 결과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서 가장 먼저 관찰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약 40분에 걸친 1차 집중 면담과 6월경 약

40분에 이르는 2차 집중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기 초 면담에서는 주로 평소 영어에

대한 관심과 영어라는 과목에 대한 생각, 자신의 영어 학습방법, 영어에 대한 자신

감 등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하였다. 6월 2차 면담에서는 영자신문반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B, C학생의 경우에는 수업 중 관찰과 수시

면담 이외에 6월에 약 30-40분에 걸쳐서 영자신문반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느낌과

영어에 대한 평소 생각에 대해서 각각 1회씩 집중 면담을 실시하였다.

읽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세 학생은 영자신문반 활동을 수

행하는 동안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A 학생

A학생은 관찰대상 학생들 중 가장 특이한 사항을 많이 지닌 학생이었다. 사전설

문 조사에서 평소 영어에 관심이 ‘별로 없음’에 응답한 유일한 학생이었고 가입동기

도 ‘특별히 관심 가는 다른 부서를 찾지 못해서’였다. 그래서 사전설문 분석 후 가

장 먼저 집중 관찰 대상 학생으로 선정하였고 2회에 걸쳐서 집중 면담을 실시하였

다. 이 학생은 학교수업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영어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 성적은 56점이었다. 영어공부를 하는 목적은 ‘수

능 및 학교시험대비’를 위해서였고, 영자신문반 활동이 영어공부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차 집중 면담 결과 평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영자신문반 활동 시에도 다른 학생들은 다 잘하는데 자신만 못한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먼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긍적적인 피드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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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주었다. 성격은 차분하고 다소 내성적인 듯 보였으며 대화를 진행해 나가자

영어학습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영어공부에 대해 고민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학습활동 측면에서 볼 때, ‘기사를 읽고 문제 풀기’ 활동은 T/F 질문이나 문장

연결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다른 사항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기사내용을

한글로 요약하기’ 활동의 경우에는 줄거리를 거의 한 줄도 쓰지 못하였다. 나누어준

활동지에 낙서를 하고 몇 단어에만 뜻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이 활동이 상당히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논쟁거리를 다룬 기사에서 쟁점을 찾고 찬성․반대

의견 찾기’ 활동에서는 주변의 우수 학생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영문기사를 한글로 번역하기’ 활동에서는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노

력한 흔적이 많이 보였다. 두 개의 기사가 과제로 주어졌는데 그 중 첫 번째 기사

만 했다. ‘metal detectors’를 ‘광물 탐지기’로 번역하는 등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맥

락이 충분히 통하는 정도로 해석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점이다. ‘헤드라인과 사진을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 추측하기’ 활동에서 A학생이 추

측한 단어는 help, world, global, disaster, severe, court, people 등이었다. 기사의

번역 내용을 볼 때, 이 학생이 전체 글을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영어공부에 자신감이 없었지

만 영자신문반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전에는 전혀 접한 적이 없었던 ‘아리랑 TV,’ ‘Discovery 채널’ 등

의 영어 매체를 접해보았다는 점에서 볼 때, 영자신문반 활동이 이 학생에게 큰 성

과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자신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했고, 따라

서 짝활동에서도 잘하는 학생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

히려 방해가 된다는 응답을 한 것을 볼 때, 짝활동을 적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짝활동의 효용성을 강조한 연구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Doughty & Pica, 1986; Johnson, 1995).

이 학생은 사후설문에서 영자신문반 활동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영자신문반 가

입 후 영어에 대한 관심이 ‘약간 증가’하였고, 영자신문반 활동이 영어공부에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교과서 이외의 글을 접했다는 측면’에 의의를 두고 있

었으며 다른 친구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보통’이라고 대답했다.

기사를 보았을 때 사진에 가장 먼저 시선이 갔으며 ‘주 1회 정기적으로 수업시간에

영자신문 기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거의 하지 않던 공부를 1주

일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적었다.

성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A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이 3월에 56점(83등)에서 6월에

65점(57등)으로 9점이 향상되었으며 계열석차도 26등이나 상승하여서 의미 있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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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A학생은 영자신문반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겪은 학생인 것 같다. 물론 학생의 위와 같은 영어성적 향상의 원인이 영자신

문반 활동 때문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영어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가고 싶은 다른 부서가 없어서 지원하

기는 했지만, 영자신문반 가입 후 영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교과서 이외의 영어로 된 매체를 접해 보았다. 특히 ‘거의

하지 않던 공부를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후설문의 응답

에서 나타나듯이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2. B 학생

사전설문으로 본 B학생의 특징으로는 평소 영어에 ‘보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

고, ‘수능 및 학교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어공부를 하며, 평소 영어를 ‘별로 못

한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모의고사 점수를 묻는 문항에 ‘70-60’이라고 응답했으나

실제 점수는 48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교수업 이외에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영어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자신문반에 가입했

으며, 영자신문반 활동이 영어공부에 ‘대체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학습활동 측면에서 볼 때, ‘기사내용을 한글로 요약하기’ 활동에서는 세 가지 기

사를 모두 다루었으나, 기사내용을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로만 기술한 것을 볼

때 이 활동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었다. ‘논쟁거리를 다룬 기사에서 쟁점을 찾고 찬

성․반대 의견 찾기’ 활동도 상당히 어려워했는데, 이 기사는 The Korea Herald에

서 발췌한 기사였기 때문인 것 같다. 쟁점을 찾는 질문에 Hugging ban sparks

dispute at U.S. school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다. 헤드라인이 기사의 내용을 집

약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말로 변형시키거나 다른 어구들은 전

혀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활동이 자신의 능력에 약간 벅찼던 것 같다. 찬

성과 반대 의견을 찾는 질문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열거하였을 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적지 않았다. ‘영문기사를 한글로 번역

하기’ 활동에서는 주어진 두 개의 기사 중 첫 번째 기사만 번역을 했다. ‘기사내용

을 한글로 요약하기’ 활동과 달리 전체 문장을 한글로 모두 번역해야 하는 활동이

었는데 줄거리만을 적었다. ‘헤드라인과 사진을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 추측하기’

활동에서 기사에 나왔을 것 같은 단어로 Angelina Jolie, it, Unicef, orp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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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ywood, world를 나열했다.

집중 면담을 통해서 이 학생이 영자신문반 활동을 재미있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두드러지게 영어가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흥미를 느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 등이 나왔을 때 이 학

생이 사용한 전략(해석과 영문기사를 함께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추측함)은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으로 보인다.

사후설문 결과 B학생은 영자신문반 활동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영자신문반 가

입 후 영어에 대한 관심이 ‘약간 증가’하였고, ‘독해력, 문화 등 배경지식, 교과서 이

외의 글을 접했다는 면’에서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재미있는 기사거리

를 영어로 접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서’ 영자신문반 가입을 다른 친구들에게 ‘추

천’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영자신문반 활동을 통해서 영어공부에 대한 동

기와 흥미가 높아졌음을 엿볼 수 있었다. 기사 중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사

진’이라고 응답해서 시각자료가 학습도구로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Hanson-Smith, 2001). ‘흥미 있는 기사가 나올 때 비정기적으로’ 정

규 수업에 영자신문 기사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고, ‘기사 독해’가 가장 좋았

다고 응답했다. ‘내용이 재미있으면 독해하는 데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는

지문의 내용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최경자(2002)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지문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장 싫었던 활동으로는 ‘기사를 읽고 해당되는 문제 풀기’였는데 ‘딱딱한 느낌’이라

서 싫었다고 답했다.

B학생은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에서 48점(110등)을 얻었고, 6월 학력평가에서

는 49점(105등)을 얻었다. 점수로 볼 때 사실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비록 성적 면에서 두드러지는 향상은 없었지만 전반

적으로는 영자신문반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영자신문

반 활동이 재미있었다고 진술해서 긍정적인 동기가 촉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헤드라인과 사진을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 추측하기’ 활동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응답은 수업 시 영자신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3. C 학생

A, B학생의 경우 영자신문반 활동이 전반적인 영어학습이나 영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 그리고 동기 부여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C학생은 영자신

문반 활동을 통해서 정의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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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교수법이든지 모든 학생에게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성적 면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자기 자신은 별 효과가 없다고 느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적 향상이

라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이다.

이 학생의 평소 영어에 대한 관심은 ‘보통’이었고, ‘장래취업과 사회생활을 대비’

하기 위하여 영어를 공부하며, 평소 영어를 ‘별로 못한다’고 답하였다. 자신의 모의

고사 점수를 80-70에 응답하였으나 실제점수는 45점이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영자

신문반이라고 하니까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했던 것 같다. 학교수업 이

외에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영어공부를 하며, 자신의 부족한 분야에 ‘독해, 작문,

듣기, 말하기, 문법’ 5개 영역에 모두 표시하여서 영어학습 전반에 걸쳐 자신의 실

력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교재 이외에 ‘영어 잡지’를 접해 본 적이

있고,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자신문반에 가입했으며, 영자신문반 활동

이 영어공부에 ‘대체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학습활동 측면에서 볼 때, ‘기사내용을 한글로 요약하기’ 활동을 할 때에는 기사

내용을 한 두 줄 정도로만 표현한 것으로 보아 활동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논쟁거리를 다룬 기사에서 쟁점을 찾고 찬성․반대 의견 찾기’ 활동을 할 때에는

적극적이지 않아 보였다. 쟁점을 찾는 곳에 헤드라인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 찬성․반대 의견을 찾는 문제는 빈칸으로 남겨 두었다. ‘영문기사를 한글로 번역

하기’ 활동은 대체적으로 잘 했으며, 이 학생도 B학생처럼 두 개의 기사 중 첫 번

째 기사만 시도하였다. ‘헤드라인과 사진을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 추측하기’ 활동

에서 이 학생이 추측한 단어는 ask, request, found, UN, organization, tomb

raider, Angelina Jolie였다.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며 해석한 흔적이 보였고 대체로

잘 했다.

사후설문 결과 이 학생은 영자신문반 활동에 ‘보통’으로 만족했으며, 영자신문반

가입 후 영어에 대한 관심이 ‘별 차이 없음’으로 응답해서 A, B학생과는 대조를 이

루었다. 영자신문반 활동이 영어공부에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교과서 이

외의 글을 접했다는 면’에 의의를 두었으나, 영자신문반 가입을 다른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 ‘한 시간이나마 즐겼으면 한다’는 이유를 들었고, 영자

신문의 기사를 정규 수업에 도입하는 것도 반대했다. 이런 응답으로 보아 여러 가

지 활동들이 자신에게 조금 부담스러웠고 벅찼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기사 중

‘사진’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끌었으며 가장 좋았던 것은 ‘그림이 포함된 기사’였고,

양적으로 많았던 ‘기사를 읽고 해당되는 문제 풀기’ 활동을 싫어했던 것으로 나타났

다.

C학생은 영어공부에 대한 흥미나 동기면에 있어서는 영자신문반에 가입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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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영어성적에 있어서는 가장 큰 향상이 있

었다.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 점수가 45점 (120등)이었는데, 6월 학력평가 점수는

61점(72등)이었다. 원점수가 16점 상승하였고 석차는 무려 48등이나 올라서 영자신

문반에 가입한 11명의 학생 중 영어성적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집중 면담 시 "1학년

모의고사 문제집과 단어장을 통해서 영어공부를 시작"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자신

의 수준에 맞는 것부터 공부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정리하면, C학생은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영어에 대한 관심 증가나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 면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활동을 하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학습면에서 부담을 많이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적은 크게 올라

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중에도 영자신문반 활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이 학생은 활동 중에 다소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담을 느꼈다는 것

은 자신이 활동에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임했다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이 학생이 느꼈던 부담감은 Scovel(1978)이 언급하였던 ‘촉진 불안(facilitating

anxiety)’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는 2005년 3월초부터 7월 중순까지 한 학기동안 진행되었고, 11명 학생들

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계발활동 부서를 통해 연구되었다. 11명 중 설문조사와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3명의 사례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설문조사, 면담, 관찰

을 통하여 영자신문을 활용한 여러 가지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영어독해능

력 신장과 정의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영자신문을 활용한 계발활동 이후 연구 대상자의 영어점수는 모두 향상되었고,

그 중 한 학생(C학생)의 점수는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영어에 대한 관심이나 흥

미도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도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연구 대상자 중 영자신문반에 가입하기 전에는 교재 이외의 영어 매체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었던 학생이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영어 TV 등을 시청해서 영

어공부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영자신문을 활용한

계발활동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영어독해능력 향상과 영어에 대한 흥미나 관심의

증가 면에서 유의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줄 수 있

겠다. A학생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B학생이나 C학생보다 객관적

으로 영어 성적이 더 우수했으나,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은 오히려 다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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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 결여되어 있었다. 면담 내용에서도 자신감 부족을 발견할 수 있었다. A학생

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만 한정하지 말고 관심이 가는 내용을 영자신문,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키면서 공부하도록 독려하면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B학생은 독해를 할 때 지문이 재미있을 경우,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덜 부담

스러워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영어로 공부하면 효과

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요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등을 보면

용어가 영어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임을 하면서 영어로 된 용어들이 게임 밖

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본다든가, 게임을 소개하는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C학생은 Deci(1975)가 언급하였던 영어 공부에 대한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가 부여된다면 공부하는데 능률이 더 오를 것 같다. 이를 위해서 영어공

부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면서 주변에서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외국인 친구와 전자우편을 주고받는다든가,

자신이 좋아하는 외국 배우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다든가 하는 방

법이 있을 수 있다.

영자신문을 수업도구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

요하다. 첫째, 수업 전 활동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물

론 영자신문과 함께 제공되는 NIE용 활동지를 사용하면 교사 입장에서는 손쉽고

시간과 노력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은 활동지를 통한 활동보다 교사가

직접 개발하여 준비한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둘째, 수업에 도입할 기사를 선택할

때는 학생들의 수준과 기사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사내용은 교육적이어야 한다.

기사 내용이 흥미로우면 다소 어렵더라도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데 높은 동기를

보일 것이다(Gardner & Lambert, 1972). 셋째, 정규수업과 연계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영자신문을 통해서 환기시킬 수 있고, 수업시

간에 배운 것들이 신문에서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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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사전 설문지

1. 평소 영어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많음 ② 많음 ③ 보통 ④ 별로 없음 ⑤ 전혀 없음

2. 영어공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영어권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② 국제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③ 장래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대비해서

④ 학과목중의 하나이므로

⑤ 수능 및 학교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3. 평소 자신의 영어실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아주 잘하는 편 ② 잘하는 편 ③ 보통

④ 별로 못하는 편 ⑤ 아주 못하는 편

4. 대략적인 자신의 영어 모의고사 점수는 다음 중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① 90점 이상 ② 90-80 ③ 80-70 ④ 70-60 ⑤ 60점 미만

5. 평소에 어떤 방법으로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학교수업 ② 학원수강 ③ 과외교습 ④교육방송 ⑤ 인터넷 등 대중매체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영어공부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독해 ② 작문 ③ 듣기 ④ 말하기 ⑤ 문법

7.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독해 ② 작문 ③ 듣기 ④ 말하기 ⑤ 문법

8. 자신의 영어실력 중 가장 향상시키기 바라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독해 ② 작문 ③ 듣기 ④ 말하기 ⑤ 문법

9. 위 8번에서 선택한 분야를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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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과서 등 교재공부를 통해서 ②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통해서

③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④ 자습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수업시간 외에 주변에서 모르는 영어단어나 구문을 보거나 들었을 때 사전

등을 찾아보는 편입니까?

① 항상 찾아본다 ② 자주 찾아본다 ③ 가끔 찾아본다

④ 별로 찾아보지 않는다 ⑤ 전혀 찾아보지 않는다

11. 교재 이외에 영어로 된 매체를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2.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케이블 방송 등 TV ② 라디오 ③ 영시․영소설 등 영문학 작품

④ 영화 포스터 등 각종 광고물 ⑤ 영자신문 ⑥ 인터넷 사이트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평소에 신문을 읽으십니까? (우리나라 신문)

① 매일 읽음 ② 자주 읽음 ③ 가끔 읽음

④ 별로 읽지 않음 ⑤ 전혀 읽지 않음

14. 그 동안 영자신문을 한번이라도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 포함)

① 있다. ② 없다.

15. 있었다면 그 영자신문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

16. 영자신문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읽었습니까?

① 읽어본 적 없음 ② 죽 지나가면서 제목만 봄

③ 관심 있는 기사를 발견했으나 끝까지 읽지 못함

④ 관심 있는 기사를 끝까지 읽어봄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17. 영자신문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단어 ② 관용어구 ③ 배경지식 ④ 긴 지문

⑤ 교과서와 다른 지문구성(생략, 도치구문 등) ⑤ 기타 _____________

18. ‘영자신문반’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영자신문을 읽어보고 싶어서 ②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③ 친구의 권유로 ④ 관심이 가는 다른 부서를 찾지 못해서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영자신문반’ 활동이 영어공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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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많이 도움이 됨 ② 대체로 많이 도움이 됨 ③ 조금 도움이 됨

④ 거의 도움이 안됨 ⑤ 전혀 도움이 안됨

20. ‘영자신문반’에서 기대하는 활동 및 희망하는 사항을 적어주세요.

2. 사후 설문지

1. 영자신문반 활동이 가입 전 기대했던 것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함 ② 만족함 ③ 보통 ④ 별로 만족 못함 ⑤ 전혀 만족 못함

2. 영자신문반 가입 후 영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까?

① 매우 증가함 ② 약간 증가함 ③ 별 차이 없음

④ 약간 감소함 ⑤ 매우 감소함

3. 영자신문반 활동이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많이 도움 됨 ② 대체로 많이 도움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거의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

4. 도움이 되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3번 문항에서 ④, ⑤번에 체크한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해당되는 곳에 모두 체크)

① 어휘 ② 독해력 ③ 문화 등 배경지식

④ 교과서 이외의 글을 접했다는 측면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5. 영자신문반을 후배나 친구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① 적극 추천함 ② 추천함 ③ 보통 ④ 반대함 ⑤ 적극 반대함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기사를 접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끕니까?

① 사진 ② 헤드라인 ③ 기사 내용 ④ 기타 ______________

7. 정규 수업시간에 영자신문의 기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좋음 ② 좋지 않음

8. 좋다면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주1회 등 정기적으로

②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비정기적으로

③ 흥미를 끄는 기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좋았던 것과 그 이유를 간단히 써 주세요.

10.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싫었던 것과 그 이유를 간단히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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