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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model for an English learning web-site 

using Korean folktales to stimulate the interest of beginners learning English, 

(elementary and early middle school ages) and suggest an integrated way of teaching 4 

skills. The study first reviews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storytelling 

using Korean folk tale, WBI (Web Based Learning), and learner-centered learning. 

Storytelling using Korean folk tale is an interactive way of teaching English through 

the use of words and actions from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e students can take 

pride in their own culture whil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since they are familiar with 

the stories and the culture. Nowadays multicultural education is one of the big features 

of global education. Therefore there are benefits of studying English through Korean 

folktales. The websites can help students learn English ubiquitously with a 

learner-centered focus. For the study, we analyzed several digital English storytelling 

websites. The paper concludes that digital English story books need to improve their 

interactive ways of teaching for more effective learning. The authors created an 

integrated English learning website model using Korean folktales for beginners. We 

hope to introduce this type of learning through the website for higher level students in 

middle school. Further study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make the websites more 

meaningful and useful for Korean students learning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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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영어 교육의 기초단계에서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친숙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영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들(주로 유, 초등학생 및 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하 

어린이라고 통칭함)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으로는 생활 주변의 소재와 

친숙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 등이 있다. 그 중 전래 동화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들어 왔기 때문에 친숙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전래 동화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우리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으므로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드릴 수 있으며,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김기창과 최운식, 1998; 김은, 

2005; 김정희, 2001; 박훈주, 2000; 신헌재, 1994; 심우길, 1996; 이연희, 

2002; 정동빈, 2002; 최임옥, 1999; Ellis & Brewster, 1991; Wright, 1995, 

1997). 

스키마(Schema) 이론에서도 기존의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지식은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배경지식 구조를 

자극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연준흠, 1997; Brown, 

2007; Peterson, 2001).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전래동화를 사용하여 

학습하면 기존의 스키마를 활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흥미를 지속시키는 데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래 동화는 언어학습 면에서 구어 중심의 문학으로 듣기, 말하기 

기능의 향상에 중점을 두는 유아 및 초등 영어교육에서 활용하기 좋으며, 

반복되는 구문이 많아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동화 내용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는 점차 소홀해져 

가는 전통문화와 민족적 가치관을 계승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날 영어는 어느 한 나라의 언어가 아닌 세계어(World Englishes)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영어와 함께 문화를 흡수하는 수동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영어를 통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전래동화를 활용한 어린이 

영어교육은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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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한국 전래동화와 어린이 영어교육 

 

전래동화는 ‘전래’와 ‘동화’ 각각의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그 의미와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 우선 ‘전래’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전해져 내려왔음을 뜻한다. 즉,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수정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작동화와는 달리 전해져 

오는 과정 속에 개인이 아닌 민족적 집단의 공동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래동화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민족성이나 

문화적 특징을 많이 포함하게 된다. 

최운식과 김기창(1988)에 의하면 우리 전래 동화는 조상들이 남겨 준 

문화유산인 충, 효, 우애, 신의 등의 윤리, 생활의 멋과 지혜, 꿈과 낭만, 지배 

계층이나 낡은 권위에 대한 항거, 웃음과 재치, 해학과 풍자 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전래동화의 교육적 가치들을 고려하여 어린이 영어교육에 한국 

전래동화를 활용하게 될 경우 많은 이점들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박훈주, 2000; 최임옥, 1999; 황지은, 2003)을 바탕으로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전래동화를 통한 영어 학습은 어린이들이 영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전래동화는 어릴 적부터 들어보아서 

익숙한 내용이므로 어린이들은 전래동화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친근감은 영어에 대한 서먹함과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정의적 

여과정치를 낮추어 영어 습득을 돕는다(Krashen, 1984). 

둘째, 한국 전래동화는 구어 중심 문학이고 내용이 쉽고 구성이 간단하며, 

반복되는 구문이 많다는 점에서 어린이 영어교육에 매우 적합한 교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쉽고 흥미가 있는 자료는 영어 학습에 

매우 유익함을 입력가설(i+1)에 기초하여 알 수 있다(Krashen, 1986). 

셋째, 한국의 전래동화는 전통문화가 담겨 있어서 문화교육에도 효과적이다. 

2008년 개정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에서는 

‘영어수업시간 확대에 따른 국어교육의 부실이나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학부모나 국민들의 불안에 대하여 오히려 영어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길러 주고, 균형 잡힌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영어교육 

강조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보완으로서 우리 문화의 산물인 전래동화를 영어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넷째, 언어를 가르칠 때에는 문맥이 살아있는 전체로부터 시작하여 부분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상황과 맥락이 살아 있는 담화에서 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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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야 하며, 소리는 단어 속에서 배우게 해야 한다(노경희, 2002). 이러한 

관점에서 영어 전래동화 사이트를 활용한 영어공부는 총체적 접근법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학습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2. 웹 기반 학습 

 

웹 기반 학습(Web-Based Instruction: WBI)은 사전에 계획된 방법으로써 

학습 지식이나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상호작용을 인터넷으로 

전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 모델링에 의한 개별화된 학습 전략, 

교사, 학생, 시스템 등 다자간의 상호 작용, 웹 검색, 멀티미디어 형태의 자료, 

전자우편, 게시판, 실시간 피드백 등의 웹 기능이 교수학습과 연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상의 각종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이해하면서 적용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인터넷은 매우 비형식적인 상태로 이용될 수도 있고, 수업에서 

형식적이고 조직화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달은 학습의 형태를 보다 자유롭게 하였으며, 가르치는 사람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도 학습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웹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 학습자 중심,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 개별화 교육, 평생 

교육의 특성을 지닌 교수학습도구로서 정보사회에 알맞은 가장 효과적인 

교육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WBI는 인터넷과 교수학습시스템의 결합이므로 인터넷의 상호작용 기능과 

의사교환 및 학습정보의 전수와 획득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학습체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WBI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상호 작용 및 의사 교환이 가능한 주제를 

대부분 다루고 있다. WBI 프로젝트의 교과 내용을 보면 통합적인 교과 

내용이다. 둘째, 학습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며, 학습자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보의 검색, 질의ㆍ응답 등의 활동에 의해 학습자 스스로 정보를 

만들고 습득하는 등 능동적인 학습 참여가 이루어진다. 셋째, WBI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능을 사용하여 웹 검색, 멀티미디어 형태의 

자료 제시, 전자우편, 게시판 등을 활용한다. 넷째,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 보다는 학습 과정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게 된다. 다섯째, 

학습자의 범위는 교실 밖으로 확장되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섯째, 

참여자는 공동의 언어를 사용한다. 즉, WBI가 국제적인 학습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 공통 언어(현재는 영어)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일곱째, 

WBI에서는 컴퓨터의 성능, 네트워크, 학교의 경제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웹은 학습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물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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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만 실시되었던 영어교육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시키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영어 학습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즉, WBI는 전 

세계적ㆍ민주적ㆍ상호작용적인 학습 환경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민(1997)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영어권의 모국어 사용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영어를 배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배운 영어는 실제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와는 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언어능력을 개발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WBI가 제공하는 학습 환경을 잘 

이용한다면 학습자들이 영어를 좀 더 유의적이고 실제상황과 같은 

언어습득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웹을 이용하여 수업을 계획할 때에는 WBI가 갖는 구성요소 및 그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고려하여 웹 등 첨단 교육 매체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학습자들에게 유익한 학습기회들을 제공할 것이다. 

 

3.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 

 

강인애(1995)와 황윤한(1999)에 의하면, 최근 발전하기 시작한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학습자 역할을 강조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 학습내용을 

실제생활과 연계하면서 개인적 경험에 근거하여 의미를 추구 또는 구성해 

나가는 학습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목표 및 

학습방법도 개인적인 경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한 학습활동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교육현장에서 보편화 되었다. 

특히, 1980년대부터 강조된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수법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한상호, 1999). 또한 최근에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의사소통 중심 수업 실현을 위한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은 크게 기능적 차원, 심리적 차원, 비판적 차원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능적 차원의 학습자 중심 교육은 학습자들이 교사들의 간섭 없이 교실 

밖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멀티미디어 어학실이나 

영어전용교실에서 CD-ROM Title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물리적인 학습환경의 제공으로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도움 또는 사이트 내에서의 치밀하고 정교하게 

계획된 교수법적 고려가 없는 환경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전적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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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받기만 한다면, 비효율적이고 방임적인 학습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심리적 차원의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은 학생들에게 물리적 장치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유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의 성격과 

학습 유형(learning style)을 파악함으로써 그에 부합하는 학습 활동을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주어진 활동의 성격과 효과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하는 전략 지도(strategy training)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개입(learner involvement)하게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self-directed)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비판적 수준의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은 학습자들이 ‘왜 영어를 공부하여야 

하는가?’, ‘영어공부가 자신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등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함으로써(problem-posing) 심리적 차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더욱 심화된 형태이다. 

이와 같은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 이론(한상호, 1999)을 살펴 볼 때, 한국 

전래동화를 활용한 영어 학습 사이트는 기능적 차원의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교수법이지만 학습사이트 제작에서부터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학습전략을 철저히 

분석하여 학습 사이트를 개발하고, 이후 활용 단계에서도 어린 학습자들에게 

무조건 학습 사이트 활용을 맡기는 것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영어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능적 차원의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이 심리적 

차원과 비판적 차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사 또는 성취도의 수준이 높은 

동료 학습자가 도와야 한다(박영예, 2004; 임경빈, 2009; Vygotsky, 1978). 

 

 

Ⅲ. 연구의 실제 
 

1. 기존 영어동화 사이트 분석 

 

 본 연구는 영어 동화와 관련된 20여 개의 웹사이트를 분석한 후, 한국 

전래동화를 활용한 영어학습 사이트 개발에 토대가 되었던 5개의 영어 동화 

학습 사이트를 분석하였다. 

 

1) 영어동화 학습 사이트 

 

(1) 깨비키즈(http://www.kebikids.com) 

깨비키즈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사이트로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kebiki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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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깨비키즈 사이트 화면 

 

메인 화면에는 <아가깨비>, <한글깨비>, <수학깨비>, <영어깨비>, 

<동요깨비>, <창의깨비>, <과학깨비>, <월드깨비>, <한자깨비>, <초등준비>, 

<보물뚝딱>의 12개의 메뉴가 있다. 그 중 <영어깨비>에 들어가면 <단계학습>, 

<영역별학습>, <영어놀이>, <영어챈트>, <영어그림사전>, <영어동요>, 

<영어동화>, <영어플러스>, <프린트학습지>의 9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메뉴에서 <영어동화>에 들어가면 <영어 이솝우화>, <영어명작동화>, 

<영어전래동화>, <영어창작동화>의 4가지 메뉴가 나온다. 그 중 전래동화는 네 

편이 준비되어 있으며, 클릭하면 바로 전체 화면으로 동화를 볼 수 있다. 

<한글자막>, <영어자막>, <자막 없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림이 선명하고 

원어민의 발음과 속도가 적당하여 재미있게 듣고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어에 대한 해설이 따로 없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짐작만 할 뿐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곤장이라는 

뜻을 가진 ‘cudgel’이라는 단어는 어린이들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림을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읽기 전 활동으로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활동이 첨가된다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잉글리쉬포크(http://englishfork.com) 

잉글리쉬포크는 유아, 초, 중, 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 

정보와 학습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http://englishf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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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잉글리쉬포크 사이트 화면 

 

메인 화면의 <파닉스>, <클래스룸>, <영작문>, <영문법>에서 유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 박스>, <엘빈보드>는 무료로 이 이 가능하다. 포크박스>에는 

<받아쓰기>, <영어퀴즈>, <수학영어>, <영어동화>, <플래시카드>, 

<교과서영어>, <생활영어>, <영어게임>, <교실영어>, <교육칼럼>의 10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영어동화>메뉴에는 세계 전래동화가 16편 

준비되어 있다. 동화를 클릭하면 전체 페이지 수를 알 수 있고 하단에는 

영어로 자막이 나오는데,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한글로 번역된 내용으로 

바뀌어서 이해를 돕는다

크 용  <

. 프린트 기능도 있고 각 페이지 구간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메뉴도 없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 동 <

 있는 메뉴도 있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움직임이 없고, 효과음이나 전체 화면으로 볼 수

 

(3) 이티영어(http://www.et05.com) 

이티영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습 사이트로 주로 유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메인 메뉴로는 <파닉스>, <영단어>, <동화와 노래>, 

<표현영어>, <평가와 게임>이 있으며, <동화와 노래>메뉴에는 <이북동화>, 

<애니동화>, <동영상구연동화>, <4색 테마동화 , <캐릭터 화>, 영어노래>, 

<이티TV>로 구성된다. <동화와 노래>를 클릭하면 세계 명작동화와 

이솝우화가 애니메이션으로 제공되는데 모두 유료 회원만 사용 가능하다. 

샘플로 제공되는 동화를 보면, 전체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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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선명하고 귀엽게 그려져 있다. 선택에 따라 

영어로 들을 수도 있고, 우리말로 들을 수 있어서 내용 이해는 어렵지 않게 

되어 있으며,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word>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개인이 

가

능이 없어 

다시 듣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이 생기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정에서 스스로 학습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동화를 들려주는 원어민의 목소리가 거의 변화가 없고 평범하여 

어린이들이 자칫 지루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간 반복 기

그림 3 

이티영어 사이트 화면 

 

(4) 지니잉글리쉬(http://www.genienglish.com) 

지니잉글리쉬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습 

사이트로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무료체험코너를 통해 구성을 알아볼 수 

있다. 메인 화면에는 4단계로 수준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계에는 <Story>, <Word Fun>, <Song>, <Gam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가 올라가면 <Key Expressions>에서 주요 표현을 따로 

배울 수 있다.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한 생활 이야기, 명작 동화, 창작 스토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페이지를 다 들으면 다음을 클릭하여 넘어갈 수 

있고 그 구간을 다시 반복하여 들을 수도 있다. 성우의 발음이나 속도, 목소리 

등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듣기에 적당하고 효과음도 재미있게 첨가되어 있다. 

그러나 동화의 내용이 다른 사이트에 비해 길고 한 페이지를 다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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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계

어 n

스를 이용할 

수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학습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4 

지니잉글리쉬 사이트 화면 

 

(5) 지니큐브(http://genicube.co.kr/english) 

지니큐브는 한국 전래동화를 멀티미디어를 통해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초등학생을 위한 로그램으로 학교 홈페이지와 연 하여 운영되고 

있다. Early Readers와 Developing Readers로 단계를 구분하였고, 각 

동화마다 Before Reading, Reading, After Reading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Before Reading은 선행학습단계로 중심인물, 문화적인 소개 등 배경 지식을 

제시해 주  이해를 도우며, Readi g은 재미있는 그림과 음향 효과, 성우 

목소리가 어울려 재미를 더한다. After Reading은 읽기 후 활동으로 

이야기에서 나오는 주요 단어, 표현법 등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신청한 학교의 학생만 서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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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니큐브 사이트 화면 

2 한국 전래동화를 활용한 영어 학습 사이트 모형 개발 

다

 수 있는 한국 전래동화를 

활용한 학습사이트의 실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학습 이전 활동 

 

. 

 

최근 영어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영어 

학습 사이트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동화 듣기와 게임하기 등 단순히 흥미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학습 내용이나 평가 활동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에 직접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습적 기능과 중학교 영어 수업에서 접하게 될 다양한 평가 및 통합된 

학습활동 등이 부족하다는 수의 초, 중학교 교사들의 견해가 도출되었다 

(임병빈, 염문식과 전영주, 2009). 따라서 이러한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영어수업시간에 활용 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도 

가능한 통합적인 영어 의사소통 기능들을 향상시킬

 

동화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 욕구를 일으키는 

단계이다. 학습자를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통해 배경 지식을 활성화 하거나 

동화의 정의적, 문화적 이해에 필요한 어휘력 학습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전래동화는 우리 전통의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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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문화가 외국에도 존재하는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표현을 제시하고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고루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총체적인 언어 학습이 되도록 한다. 

2)  학습 중 활동 

여

으로 표현 익히기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

 차

 지도안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의 예시는 

음과 같다. 

 

 

 

 

 

 

 

 

 

 

 

 

 

 

동화

 

이 단계에서는 러 가지 동화를 감상하고 내용을 이해하며, 주요 어휘를 

익히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예시 활동으로는 이야기 내용 추측하여 

말하기, 그림 보고 따라 말하기, 이야기를 장면 별로 보고 들으며, 따라 말하기, 

다양한 게임 활동

도록 유도한다. 

특히, 본 모형 개발에 있어서 영어 학습 사이트가 기능적 원의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 영어 교육의 목표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사의 꾸준한 도움을 학교의 수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하여 초, 중학교 영어 수업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선 교사들에게 본 한국 전래동화를 활용한 사이트가 어떻게 영어 

수업에 효율적으로 접목되어 활용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교수학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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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이후 활동 

의 네 

기

습활동과 평가가 통합된 형태의 영어 학습 컨텐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동화

 

이 단계에는 학습자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학습활동 

및 평가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학습과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

능을 총체적으로 익히며, 평가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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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래동화를 활용한 영어 학습 사이트 모형의 특징을 

요

 

있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 a  n . 

 

서에 제시된 형성평가 등에 더 

익

해 차원에서도 한국 전통 문화가 영어교육에 포함되어야 

함 .

.
 

이상 제시한 한국 전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어 기능이 통합되어 학습되도록 

고안하였다. 이는 듣기와 읽기의 입력 가설(Krashen, 1984)만 강조되고 있는 

기존 영어 동화 학습 사이트들의 문제점을 개선한 사항이다. 이는 영어학습 

초기단계부터 말하기와 쓰기의 표현 기능도 함께 통합되어 지도되어야 한다는 

출력가설(Output Hypothesis)이 강조되고 

다(Sw in, 2005; Swain & Lapki , 1995)

둘째, 유아와 초등학교 시절 이루어 지는 놀이 중심의 영어 교육이 

중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학습 중심의 영어교육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주로 초, 중학교 현직교사들로 이루어진 본 모형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학습 초기부터 학습활동이 평가와 

통합되어 이루어 지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모의 적용(pilot-test)을 

실시한 후 면접을 통해 어린이들이 의견을 조사한 결과 평가와 학습이 통합된 

본 모형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중학교 교과

숙함을 느낀다는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영어 전래동화나 창작동화를 활용한 것보다 한국 전래동화를 활용한 

영어학습 사이트의 강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준 영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세계 영어(World Englishes)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국적 영어가 잘못된 영어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영어의 형태 중의 하나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Kachru, 2001). 현대 사회에서 영어 학습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영어교육 환경에서 반드시 한국적 문화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외국어 학습 중에 무의식적으로 수용되는 외래문화와 가치관이 학습자의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경쟁하며 지구촌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문화 이

은 당연할 것이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와 더불어 지식 정보화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영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지적, 

정의적 발달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법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본다.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을 하는 것은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 흥미와 학습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전래동화를 활용한 영어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거부감 없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입력을 제공하고 



한국 전래동화 학습 사이트를 활용한 영어 지도 방안 299 

몰입학습으로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이와 같은 

전래동화의 장점을 잘 살려 학습에 활용한다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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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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