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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 정보화, 글로벌화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그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비판적인 시각과 색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 각광받는 시대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창
의력은 누구나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양하
고 흥미로운 실생활 자료들을 제시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되도록 돕고 ‘생각
할 거리’,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학생들의 잠재적인 창의력을 활성
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재 여러 고등학교에서 학습자들이 
영어 수업을 즐기는 가운데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어 학습 
* 제1저자, 교신저자: 이진아, 공동저자: 이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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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
한다. 실제로 본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
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고와 국제고의 영어수업과 교과과정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국제고의 영어교과운영에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영어 학습이 어떠한 교재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살펴
봄으로써, 일반고에서 실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안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
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이론  배경 

창의성에 대하여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스턴버
그(Sternberg)는 “창의성은 독창적이면서 적절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
고 정의하였다. 즉 창의력은 ‘음악, 미술, 과학, 건축 등 특수한 분야에서 독창
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좁은 의미보다는,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보편적 능력이며 특성’이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는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관점
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본다.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비판이 조화를 이룰 때, 
교실 안과 밖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창의적 문제 제기 및 성공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영어 수업에서 의사소통과업 수행 시에도 다양한 문제해결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료 학습자와 토의·토론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창
의적인 해결 방식을 제안하고 서로의 생각을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은 의
사소통능력과 함께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능력과 협상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 
줄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비판적응용언어학
(Critical Applied Linguistics, CALx)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판적응용언
어학은 언어, 교육, 의사소통, 차이점, 맥락, 텍스트, 의미, 번역, 작문, 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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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평가 등 응용언어학의 일상적인 범주들이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
자들이 이러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교실 활동을 연구에 
어떠한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한다. 그리고, 이는 현
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시도하고 있는 의사소통언어교수법과 맥을 같이 
함으로, 본 연구에 앞서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 교수법의 기본 구조 논의를 
살펴보고고자 한다. 

구성주의(Constructivism)와 그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 의사소통언어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은 학습자들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의 주체로 바라보게 해 주었으며, 학습자의 활동을 보다 활성
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다. 구성주의는 개인이 외부의 입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지식 및 경험과 관련지어 
새로운 정보를 필터링하고 조직하면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특정 지식이나 언어 표현을 배운 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반영하
여 자신의 실제 상황에 맞춰 사용하도록 하는 개인화 학습과, 학습자 스스로 
지식이나 언어 규칙을 발견해나가는 발견학습(discovery learning) 및 경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이 주가 된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내면화되어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비
고츠키(Vygotsky, 1978)의 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 사회·문화적 접근
법(sociocultural theory) 등으로 일컬어져 왔다(Lantolf, 2000); 
Marchenkova, 2005). 비고츠키는 학습이 발달보다 선행하므로, 교육의 역할
은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에 있는 
경험, 즉 발달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부여하고 조언이나 도움을 줌으로써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구성주의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교사 중심의 교수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 구성주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실 내에서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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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를 최소화하고, 짝 활동 및 그룹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상
호작용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언어능력 및 창의력 향상의 전제가 된다. 
또한 수준별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 교실에서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 또는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을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나아가 학습자들이 실제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구
성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Brown, 2000; Nunan, 2003). 다음 절에서는 이
러한 구성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 의사소통언어교수법에서 제안하
는 구체적인 교실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성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 언어 교수법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교실 활동들 가운데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실 활동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언어 교수법 교실활동
교실활동 설명

Brainstorming 
(Osborn, 1993)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해결책의 산출을 위한 집단 토의 기법
Brain writing 

(Higgins, 2009)
침묵 속에 아이디어를 종이나 카드에 적어 서루 나누어 보며 
아이디어를 부가, 변경하는 기법 

SCAMPER 
(Eberle, 1971)

Brainstorming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체
크리스트 : 용도 개발, 개선, 기존의 형태나 아이디
어를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발상법(Substitute, 
Combine, Adapt, Modify-magnify-minify, Put to 
others uses, Eliminate, and Rearrange-reverse)

Synectics 
(Gordon, 1961)

서로 달라 언뜻 보기에 관련이 없는 요소들을 비유
로 결합하는 연습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창출 하는 
고정관념 타파기법

Question-answer 
(Birckbichler, 

1982)
질문과 응답을 통하여 창의력을 높이는 기법

PMI기법 
(De Bono, 1986)

특정 대상이나 대안의 긍정적, 부정적, 흥미로운 측면을 고려
해 본 후 결정하는 방법. (Plus, Minus,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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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향상을 돕는 학습 자료와 과업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연구 방법

국제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영어수업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보다 의사소통 중심적이고 창의적이며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영어수업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대도시권(경기도, 인
천, 대전, 부산) 일반고 8개교와 서울국제고등학교 1개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고의 현재 영어 교육과정과 영어수업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영어과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청의 초ㆍ중등 영어
과 우수수업 사례집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영어교과 회화수업시간 
정책 연구학교 운영 자료집에서 영어수업 환경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수업
지도안을 통해 수업 자료 및 수업 활동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하여, 일반고와 국제고 모두에 재직 
경험이 있는 Y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고의 영어수업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일반고의 교실 수업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실 현장
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
라고 생각하여, J국제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Y교사를 방문하여 참관 및 인터
뷰를 하였다. Y교사1)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고 일반고와 국제고의 현장 경
험을 모두 갖춘 교사로서, 본 연구를 위한 가장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라 판
단하여 선정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문화기술지적 면접(ethnographic 

1) Y교사는 캐나다에서 영어교수법관련 분야의 석사를 취득한 50대로, 서울 소재 일반
고에서 20여 년간 근무하였으며, 2009년부터 J국제고에 재직 중인 고등학교 영어과 
교수 경험이 20여년에 걸친 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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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사전에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계획하
지 않고 면접의 상황적 유동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비구조화된 면접이다. 전
화 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연구자의 논문 주제와 면접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
는 부분을 간략히 설명하고, 실제 인터뷰에서는 Y교사가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도록 유도하였다. Y교사의 동의를 얻어 녹음
한 내용, Y교사가 진행한 수업지도안 및 수업자료, J국제고 교육계획 및 교
과별 교수학습 지도계획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부분을 
다음 장에서 소개한다.  

Ⅳ. 국제고와 일반고의 어수업 황 비교·분석

  
일반고의 수업현황은 그 현황과 문제점이 종종 시사되어 온 바, 심층적인 

연구는 주로 국제고의 교재, 수업현황 및 교과과정에 집중하여 탐구해 보았
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국제고에서 진행되는 창의력 증진 교수법을 일반
고의 교과과정에 응용해 보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

4.1. 일반고의 어수업 황

수능 대비의 부담이 비교적 적어 의사소통중심 수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10학년, 11학년 대상의 ‘영어,’ ‘영어I,’ ‘영어회화’과목에 초점을 두었다. 먼
저, 경기도교육청의 우수수업사례집에서 교사들의 수업 사례를 통해 각 학교
의 수업 환경과 수업지도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학교들을 통해 자료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이나 대략의 경향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반고의 ‘영어’ 및 ‘영어 I’ 수업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둘 이상의 기능이 
통합된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수준별 수업 여부는 학교마다 다르고, 학급당 
학생 수도 27~40명으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과서 본문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고, 영어 학습 목적은 
시험 대비이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 활동은 강의청취보다는 조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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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역할극 등 학생들의 활동이 보다 두드러진 형태로 나타났다. 우수 수업 
사례인 만큼 짝 활동과 그룹 활동을 많이 포함시키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
(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경기도 교육청 우수사례집에서 본 일반영어 수업 현황
학교 

(소재지) 목표 학년 학급구성 
및 인원수 교재 활동 

A (안양) TEE에 기초한 
4기능 통합수업 10 심화반

30~40명
‘영어’* 
교과서 
중심

조별 활동: 게임을 통한 
복습, 통제된 말하기 활동, 
조별 쓰기 활동 등이 
포함된 4기능 통합수업

B (분당)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내용기반(Conten
t-based 
Language 
Learning) 
말하기 수업

11 심화반   
27명

‘영어 I' 
교과서 
중심

릴레이 상담하기, 
문학작품 속 등장인물의 
대화 구성하기(Literary 
experiencing) 활동이 
포함

C (수원) 귀납적 문법수업 11
수준이 
혼합된 
40명

‘영어I’  
교과서 
중심

문형연습, 문법을 이용한 
노래(chant)

D (분당)
학생들의 
관심분야인 
미술을 이용한 
통합수업

11
30여명의 
미술 
특기자

‘영어 I' 
교과서 
중심

학생들의 관심분야 활동 
포함한 내용의 
브레인스토밍, TV 
프로그램(야심만만) 활용, 
듣고 질문에 답하기, 대화 
완성하기, 읽기, 숙제로 
전시회 브로셔 만들기 등 
기능 통합 수업

E (안산)
TEE에 기초한 
수준별 독해 능력 
신장 

11 인문반2)
39명

‘영어I’ 
교과서 
중심 

조별 활동: 스키밍, 스캐닝, 
토의 활동 등이 포함된 
4기능 통합수업

 

*표한 과목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군)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선
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목은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F고의 반편성은 인문반, 자연반, 예체능반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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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재지) 

교사 
(인원수)

학급
평균
인원

수준별 
수업 활동 수업 내용 및 교실 활동

F 
(부산)

정규 (10) 
강사 (2)
원어민 (0) 
(방과 후 
활동시 
영어쓰기반 
원어민 (1))

40.5명

5+33) 또는 
5+2 
수준별 
수업으로 
이루어져 
학급당 약 
25~27명

PPP 
(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 
수업 모형을 적용한 주제기반수업 
(Topic-based Instruction)
브레인스토밍, 빙고게임, 
짝/조별활동이 혼합되어 있고 
말하기와 듣기가 통합된 수업
평가 : 수업 중에 토픽별로 연습한 
dialogue 중 임의로 학생이 토픽을 
선택하고 교사와 학생이 문답형 
방식으로 대화하거나 개인 
프리젠테이션을 UCC로 제작하여 평가

G 
(인천)

정규 (7)  
강사 (3) 
(회화전담 
교사 (2) 
강사 (2) 
포함)
원어민 (1)

32.15명

2+1 또는 
3+1 
수준별로 
이루어져 
학급당 약 
24명 

영어교과서 중 듣기와 말하기부분을 
재구성하여 회화시간에 적용하는 
방식
대화문을 읽고 발음 연습 후 조별 
카드게임을 하는 형태로 진행

H 
(대전)

정규 (7)
강사 (1) 
(회화전담 
강사 (1) 
포함)
원어민 (0)

30.7명

11학년은 
교실 내 
수준별 
수업,
10학년은 
2+1 
수준별 
이동수업으

PPP모형을 변형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회화에 참여할 수 있는 
모형 발화(production) 부분을 
수준별로 다르게 편성하여 맞춤형 
회화수업을 진행
심화반 활동: 듣기훈련(listening 
drills), 대체훈련(substitution drills), 
역할극 등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어회화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 연구학
교로 지정하여 연구한 자료에서는, 일반고의 ‘영어회화’ 수업 현황 및 수업지
도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일반고의 영어회화 수업은 평균 주당 
1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대도시권에 속하는 F고등학교, G고등학교, 
H고등학교(이상 3개교)의 영어회화 수업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대도시권 일반고 3개교의 ‘영어회화‘ 수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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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급당 
약 25명

평가: 자체 제작한 평가문항에 
대하여 말하기 평가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녹음한 내용을 교사 3인이 
평가하는 방식

 
요약하면 ‘영어회화’ 수업은 대체로 수준별 이동수업이 진행되어 학급당 

학생 수는 24명~27명으로 구성된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말하기와 듣기가 
통합되며, PPP 수업 모형을 주로 사용하였다. 회화 수업인 만큼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짝 활동 및 그룹 활동을 구성하였다. 수업은 대체로 
내국인인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정규교사가 나누어 맡으며, 원어민 교사는 
없거나 1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일반고의 영어 수업 현
황을 살펴보았고, 다음 장에서는 국제고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4.2. 국제고의 어수업 황

J국제고(서울 소재)는 학급 당 학생 수 16~25명, 학년 당 6학급, 총 18
학급으로 구성된 소수정예 기숙형 학교이다. 학생들은 부산, 인천, 경기를 제
외한 전국에서 지원한 학업우수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외국인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J국제고 영어수업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같은 과목이라도 
교사와 학생의 요구에 따라 교재와 수업 내용, 평가 방식이 다양하게 이루어
지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

4.2.1. 국제고의 학교  수업 황  

J국제고의 모든 교과는 국사, 국어, 제2외국어(스페인어/중국어)를 제외하
고는 영어로 진행되는 내용중심교수(Content-based Instruction), 몰입교육
(Immersion program)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공모를 통해 공·사립의 우수 교원 및 대학 교수 등이 지원한 가운데 우수한 
교사진을 선발하였다. 교사들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이거나 해외에서 학위를 
3) ‘5+3’은 단위 수이며 예를 들어 기본 단위수는 5단위이며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운

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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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였으며 교직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었다. 10명의 원어민 교사들도 
영어영문학, ESL, 쓰기, 수학, 과학, 역사, 경제, 법, 정치, 지리 등 여러 전
공자로 이루어져 몰입교육을 지원한다. 수업시간의 절반은 원어민교사와 한
국인교사의 협력수업(co-teaching)으로 이루어지며, 나머지는 한국인교사가 
진행하여 영어로만 수업이 진행될 경우 힘들어할 학생들을 보충해준다. 교사
들도 수업시수가 적은 대신, 연구할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이다. 영어교사는 1
년에 한번 해외연수가 제공된다. 대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교원능력개발
평가 선도학교로 동료평가, 학생평가, 학부모평가가 엄중히 이루어지며, 특히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빠르게 발맞추어 수업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4.2.2. J국제고의 어과 교육과정

국내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국제과정 1 (Domestic 
track)'과 해외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국제과정 2 
(International track)’로 나누어 커리큘럼이 조금 다르게 진행된다([표 4] 
참조). 두 과정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며, 학생이 원한다면 다른 과정으
로 옮겨갈 수도 있다. 공통적인 교과목도 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
하는 ‘국제과정 1’ 학생들에게는 독해, 문법, 듣기가 조금 더 강조되고, 해외
대학으로의 유학을 준비하는 ‘국제과정 2’ 학생들에게는 말하기와 쓰기가 보
다 강화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학생들의 목표와 동기를 고려한 교육과
정이 편성되어 운영된다. 

영어 수업은 영어로(TEE) 진행되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능 별
로 교과목이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이 4기능이 통합되
도록 이루어진다. 짝 활동 및 그룹 활동이 빈번하고, 다양한 교실 활동이 이
루어지는 의사소통중심의 교실이다. 말하기나 쓰기 수업은 원어민교사들이 
진행하거나 협력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한국인교사가 단독으로 진
행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국제과정 2’에는 해외에 체류한 경험
이 있거나 외국국적 소지자, 이민 2세 등 영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 
한편, ‘국제과정 1’에는 컨텐츠 면에서 폭넓고 우수한 배경지식을 갖춘 학생
들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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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J국제고 영어과 교육과정 편성표

학년
교과 및 이수 단위

비고Domestic track 
(국제과정 1)

단위 International 
track(국제과정 2)

단위
1학
기

2학
기

1학
기

2학
기

10
학년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영어강독)
4 4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영어강독)
5 5 국민공통

기본교과
English Grammar 

(영어문법) 2 2
English 

Composition I 
(영어작문 I*)

3 3 재량·특별
활동

원어민 영어회화 2 2 원어민 영어회화 2 2 재량·특별
활동

11학
년 

English 
Conversation I 
(영어회화 I*)

2 2
English 

Conversation I 
(영어회화 I)

3 3 전문교과

English Composition 
I (영어작문 I) 4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영미문학)

3 3 전문교과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I 

(영어독해 I)
4

Critical Reading 
and Writing 

(비평적 읽기와 
쓰기)

3 3 전문교과

12학
년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영어청해)
3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영어청해)
2 2 전문교과

Culture of 
English-speaking 

World 
(영어권 문화)

3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II 
(영미문학 II)

5 5 전문교과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II 

(영어독해 II)
5 5

English 
Composition II 
(영어작문 II)

4 4 전문교과
Public Speaking 
and Presentation 

Skills
4 4 전문교과

계 국제과정 1 44 단위 국제과정 2 68단위
     ※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주)를 이수하는 수업량. 
     ※ *는 Y교사가 진행한 수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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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과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과정 
1’에서는 ‘영어권 문화’가 별도의 교과목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영어권 국민들의 생활양식, 습관 및 사고방식, 영어권 국가의 문학, 예
술, 위인들의 업적, 건축물, 정치·사회적 측면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다양하고 실제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여 읽기 활동과 토의, 프로젝트 및 발표
를 하도록 이루어진다. ‘국제과정 2’에는, ‘영미문학(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I, II)’, ‘비평적 읽기와 쓰기(Critical Reading and Writing)’, 
‘Public Speaking and Presentation Skills’와 같이 국내 대학이나 해외 고등
학교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 해외대학에 진학할 학생들
을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미문학’의 경우, Ralph Waldo Emerson의 
『Nature』, James Joyce의 『Dubliners』, John Steinbeck의『The Grapes 
of Wrath』, Shakespeare의 『Macbeth』, Arthur Miller의 『Death of 
Salesman』등의 실제작품을 부분적으로 접하는 가운데, 영미문학의 흐름과 
사조를 알고 이에 대해 토론하며 에세이를 쓰는 등 수준 높게 진행된다. ‘비
평적 읽기와 쓰기'는 차별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 환경, 가족과 이혼, 
과학 등 사회·정치·문화 전반의 여러 이슈들과 관련된 신문, 잡지, 인터넷 자
료, 소설, 영화 등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비평문을 쓰도록 하는 
과목이다. ‘Public Speaking and Presentation Skills’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연설을 제공하고 토론하며, 연설문을 작성하고, 대중연설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4.2.3. 국제고의 어 수업에서 교사들의 재량권: 교재  평가

국제고의 영어 수업에서 특기할 점은, 교사들에게 교재 선택과 수업 운영
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제고용
으로 제작한 교과서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영어교과서를 사용하지 않
는다. Y교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학생들 수준에 비해 교과서 수준이 낮고 지루하여 학생
들의 흥미를 끌 수 없어요. 현실생활과 밀접하지 않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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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뒤떨어진 이야기이거나 너무 교훈적이고 뻔해서 학생들
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 수 없는 내용이 많지요.”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추어, 시
중의 다른 교재들이나 영자신문 등의 실생활 자료들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
췌하고 수정, 보완하여 자신만의 교수 자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교사의 
설명 위주의 강의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많이 제
공하고, 정답이 없는 이슈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려면 일상생활
의 재미있는 소재들을 사용하는 것이 교과서보다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교재 선택과 더불어, 학생의 평가에도 교사의 재량권이 많이 주어진다. 과
목에 따라 객관식, 서술형 및 논술형 등을 교사가 적절히 안배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업 참여도, 창의성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특히 퀴즈, 논문 
리뷰, 프리젠테이션(그룹 또는 개별), 포트폴리오, 그룹 프로젝트, 영작문
(Writing), 에세이, 딕테이션(Dictation) 등 다양한 종류의 수행평가가 상당
한 부분을 차지한다. 발표의 경우 동료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제과정 
1’의 경우 과목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고, 국내 대학 입
학을 위해 내신 등급이 나누어진다. ‘국제과정 2’의 학생들은 대학입학에 내
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절대 평가로 이루어진다. 지필고사의 경우 무
감독 시험을 운영하여, 교사들은 시험지만 배부해주고, 학생들은 무감독 하
에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 

 
4.2.4. 인터뷰 상자 Y교사가 J국제고에서 실제 진행한 수업

1) 영어작문 I(English Composition I): 10학년(국제과정 2) 대상
우선 이 수업의 교재는 교과서가 아닌 시중의 TOEFL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며 수업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작문의 기본 형식을 가르친다. 첫 시간은 ‘서론 작성 방법’에 대한 
것이다. 하나의 주제를 주고 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근
거를 학생들에게 브레인스토밍하도록 한다. 도입부와 주제문의 개념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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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을 소개한다. 영문 에세이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
명히 밝히는 서론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모범 에세이(Model Essay)를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앞서 브레인스토밍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
히고, 이에 대한 서론을 쓰도록 한다.  

[표 5] J 국제고 영어작문 I 수업 절차 예시 
차시 학습 내용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비고
1차시 How to write 

introduction
Brainstorming
Model Essay
Write an introduction 

2차시 How to write 
body

Model Essay
Write two paragraphs for body

3차시 How to write 
conclusion

Model Essay
Write a conclusion 

4차시 In class writing 
activity Write an essay 수행평가

(1)
5차시 In class writing 

activity
Write an essay (이후 차시부터는 주제를 바
꾸어 4차시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됨) 

수행평가 
(2)

2차시에는 본론의 형식에 대해 배운다. 본론에는 보통 두 세 개의 문단이 
쓰여 지며, 각각의 문단은 소주제, 근거, 구체적인 예로 구성한다. 이 때 학
생의 개인적 경험을 살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접속사 등 유용한 표현을 알
려준다. 모범 에세이를 보여주고, 학생들 각자 자신의 본론을 쓰도록 한다. 
3차시에는 결론의 형식을 배운다. 결론은, 대개 서론을 재구성하여 쓴 요약
과 맺음말로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
을 소개한다. 모범 에세이를 보여주고, 학생들 자신의 결론을 완성하도록 한
다. 4차시에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찬반 입장을 나누어 토
론하게 한다. 자신의 입장을 바탕으로, 200~300자, 4~5개 문단으로 이루어
진 서론, 본론, 결론의 에세이를 완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이는 학생들의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된다. 이후 수업은 주제를 바꾸어 4차시와 같은 방식으
로 계속 진행된다. 수업과 평가 모두 원어민 없이 한국인 교사 단독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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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에 교사의 피드백을 남겨 학생에게 돌려줌
으로써 역류 효과(washback effect)를 높이고, 학생들이 보다 원숙한 영어작
문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2) 영어회화 I (English Conversation I): 11학년(국제과정 1) 대상
주제별 3차시로 구성되며, 3개 차시의 기본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주제

는 교사가 정하기도 하지만, 첫 시간에 학생들과 상의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기도 한다. 첫 시간에는 먼저 학생들이 짝 활동 및 발표로 자기
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표 6] J국제고 영어회화 I 수업절차 예시
주제 (Topic) 차시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비고

Advertisement
1차시

Listening
Vocabulary and expressions
Provide 6 questions to discuss
Group discussion

2차시 Group presentation & Discussion
3차시 Intensive personal presentation 수행평가(1)

Cell phone
1차시 위와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됨
2차시 위와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됨
3차시 위와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됨 수행평가(2)

1차시에는 주제(예: Advertisement)에 관한 듣기 자료를 들은 후, 주요 
단어들(예: banner ads, commercial, high-profile people, vendor)을 공부하
는 데 이때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도출
해낸다. 토의할 때 유용한 표현들을 몇 가지 알려준 후, 학생들이 흥미를 가
질 만한 질문들을 보여주고, 각 질문에 관한 그룹 토의를 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는 5~6개의 개방형 질문들(예: 
What would our lives be like without ads?)을 준비하여 나누어 준다. 학생
들은 그룹별로 도출된 의견을 정리해둔다. 2차시에는 지난 시간에 정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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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들을 그룹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첫 번째 그룹이 발표할 때, 다른 그
룹멤버들은 질문을 하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
다. 3차시에는 지금까지 토론한 질문들 가운데 2-3개의 문제를 선택하여 각
자 개인의 의견을 발표한다. 이는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된다. 이후 주제를 
바꾸어 같은 형식의 수업이 진행된다. 이 수업은 특히 말하기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지필고사 방식을 쓰지 않고 100% 수행평가로 진행하였다. 
즉, 3차시마다 한 번씩 이루어진 수행평가 3회 중 자신 있었던 것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잘한 점수가 중간고사 수행평가 점수에 기록되
도록 하며,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이다. 말하기의 경우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
제가 각자 다르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한 
절대평가 방식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Y교사는 특히 “말하기는 
오직 말하기로만 향상될 수 있다”면서 말하기 수업의 평가도 100% 말하기 
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1] 영어 수업(말하기) 자료로서의 영자 신문 활용 예 

영어회화 수업 자료로 다음의 [그림1]과 같이 영자신문을 사용하기도 한
다. 영자신문에는 “애비에게(Dear Abby)”라는 카운슬러에게 조언을 구하는 
섹션이 있다. 미국 전역의 독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고민들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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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애비가 적절 한 조언을 해 준다. 교사는 적절한 이슈를 선정하여 제시
하고, 학생들에게 “If I were Abby,”로 그룹 토의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마
지막에 애비의 대답을 보여준다. 이 활동은 브릭슐러(1982)가 제시한 독창
성 증진 활동 중 “편지쓰기(Letter writing)”에 해당한다.

다음 [표 7]은 Y교사가 진행했던 영어회화 I 공개수업 지도안이다. 이 수
업은 브레인스토밍, 그룹별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 완성하기, 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본으로 역할극하기, 개방형 질문에 대해 토론하기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포함된 모범적인 수업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7] J 국제고 영어회화 1 공개 수업
주제 차시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비고

"The
Seed"

1차시
Warming up (Brainstorming)
이야기의 절반을 읽고,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추론하
기.

2차시
Group discussion (Speaking & Listening) 
그룹별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나머지 절반의 이
야기를 완성하기. 다음 시간에 역할극(role-play)할 수 
있도록 대본(script)를 써서 제출하기. 

3차시

Group presentation (Speaking & Listening)
그룹별 역할극(role-play), 동료/교사 피드백. 
실제 절반의 이야기 읽고,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한 문
장으로 써서 발표(그룹 활동).
교사가 만든 문장 제시. 
이야기와 관련된 개방형 질문(open questions) 제시하
여 다음 차시 토론 예고.  

공개수업

4차시
Wrapping up (Speaking & Listening)
질문(open questions)에 관한 그룹 토의. 
주제 마무리. 

수업 진행 방식은 위와 같이 다양하지만, 회화수업에서 교사의 발화를 가
능한 줄이고 학생들의 발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제공한다는 점은 공통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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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는 신선한 질문으로 학생들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수업이 원활
히 진행되도록 도우며, 마지막에 정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적
극적으로 토의 및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전형적인 의사소통 중심교수법의 적
용이라 할 수 있다.

4.3. 일반고와 국제고의 어수업 황 논의 

일반고와 국제고는 그 설립목적이 다르므로 영어수업 환경, 교재 및 수업 
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본 일반고와 국제고의 영어 수업 현황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3.1. 어 수업 환경

일반고의 ‘영어’ 및 '영어 I' 수업을 살펴본 결과, 학급당 학생 수는 수준별 
수업 시행 여부에 따라 27~40명으로 다양하였다. 대체로 수준별 이동수업
이 진행되는 ‘영어회화’ 수업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24~27명으로 보다 
양호했다. 한편, 국제고는 영어뿐 아니라 모든 수업의 학급당 학생 수가 
16~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고 학생들은 수준차가 심하여, 수준별 수
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반면, 국제고 학생들은 학업우수자, 해외 
체류 경험자, 외국국적 소지자, 이민 2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영어실력이 뛰어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고에서는 TEE 수업이 당연시되고 있는 반면, 일반고에서 아직 그렇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Y교사는 “실제로 TEE 수업을 할 수 있는 현직교사
는 5%에 불과할 것”이라며 교사들이 보다 능력 개발에 힘써야 함을 피력하
였다. 교사에게 배정되는 주당 수업시수가 적어 수업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
애할 수 있고 매년 해외연수가 제공되는 국제고 교사들에 비해, 일반고 교사
들은 많은 수업시수와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교
내 원어민 교사의 수도, 국제고가 몰입교육으로 여러 과목의 원어민 교사 
10명을 두고 있는 반면, 일반고는 1명 있거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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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교재  수업 활동, 평가 

교재와 수업활동, 평가에서 교사의 재량권이 얼마나 주어지느냐는 일반고
와 국제고 영어 수업의 모습을 가장 뚜렷이 구별해주는 요소로 보인다. 국제
고에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재를 교사가 제작하
여 사용한다. 한편, 일반고에서는 다수 학급을 여러 교사가 나누어 진행하므
로, 교내 시험 관리를 위해 교사들이 공동으로 진도와 내용을 맞추어야 하므
로 교과서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교재와 수업내용에 있어 교사가 자율적이
고 창의적인 수업 활동을 진행하기가 힘들다. 개정 교과서의 경우 다양한 과
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업 진도를 맞추어야 하는 부담, 학생
들의 수준 차, 교사들의 역량 등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
다고 한다.  

수업 활동에 있어서도, “일반고에서 수능과 유리된 게임, 의사소통 과업으
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결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이 지
식 전달 위주의 강의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Y교사의 
설명이다. 앞서 일반고 교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
은 강의 청취보다 조별 활동과 역할극 등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일반고 교
사들도 다양한 수업활동을 통해 지금까지의 강의중심 수업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수 수업 사례와 영어회화 수업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국제고는 학생들의 실제 영어 사용 능력을 중시하고 일반고보다 학급
당 학생 수, 학생들의 영어 수준, 수업분위기 등 수업을 진행하기 좋은 여건
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활동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Y교사의 수업 자료와 지도안을 통해, 실제로 국제고에서는 
브레인스토밍, 이야기 완성하기, 학생들이 창작해 낸 역할극,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개방형 질문들을 제시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연습, 토론, 
문제해결과업, 게임 등 다양한 수업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Y교사는 “영어 교과의 경우, 입시와 영어 수업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야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수능 대체 영어능력평가시험도 이러한 취지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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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국제고 일반고

영어수
업환경

학급당 
학생 수 모든 수업: 16~25명 영어/영어I: 27~40명

영어회화: 24~27명
TEE

국사, 국어, 제2외국어 외 전 
과목 영어로 수업, 다양한 
전공의 원어민 교사 10명

영어 교과에 한하여 일부 
영어로 수업,

원어민교사는 1명 있거나 없음

교육과
정

교과목

공통점: Speaking, Reading, Writing 교과목 독립
Listening, Grammar 교과목 

독립
영어, 영어I, 영어II에 

Listening, Grammar 포함
International track (IT): 

10개 교과[영미문학, 비평적 
읽기와 쓰기, Public Speaking 
& Presentation Skills(PS) 

등]
Domestic track (DT): 9개 

교과 [영어권문화 등]

7개 교과 [영어, 영어I, 영어II, 
실용 영어회화, 심화 영어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수업시수
(10~12학

년)
IT: 총 68단위
DT: 총 44단위

[과목별 2~5단위]
총44단위 [2010년 현재 
영어(8단위)외 각 6단위, 
2011년부터 각5±1단위]

기능별 IT: Reading 약 29단위

평가 측면에서도 국제고 교사들은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객관식, 서술
형, 논술형 시험 및 수업 참여도, 창의성을 두루 평가한다. 다양한 방식의 수
행평가가 많이 포함되며, 특히 말하기 평가는 100% 말하기로 이루어지고 
평소 수업 중에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교사가 담
당하는 학생 수가 적어 채점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
다. 한편, 일반고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 대체로 5지 
택일형 지필고사가 일반적이며 수행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영어회화’ 수업을 중심으로 교사와의 1:1 문답형 방식, 개인 
프리젠테이션을 UCC로 제작하여 평가하는 방식, 말하기 평가 프로그램 제작 
등 실질적인 말하기 평가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상 일반고와 국제고의 영어 수업 현황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 [표 8]
과 같이 정리된다. 

[표 8] 일반고와 국제고의 영어 수업 현황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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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수 
(2010년 
현재)

(영미문학 16단위 포함)
 Speaking 18단위(PS포함)

Writing 약 17단위
Listening 4단위

DT: Reading 22단위
Speaking 8단위

Grammar & Writing: 8단위
 Listening & 영어권문화: 

6단위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은 

4기능이 통합된 TEE 수업]

4기능통합: 20단위
Reading & Writing: 12단위

Speaking: 12단위
[수능 대비를 위한 

해석과 문법 설명 위주의 
Reading 중심 수업]

교재 및 
수업 
활동,
평가

교재 교사 제작 맞춤형 교재 교과서 중심
수업활동
수업활동

 

Y교사의 수업: 브레인스토밍, 
이야기완성하기, 학생 창작 역
할극, 개방형질문, 토론, 문제
해결과업, 게임 등 학생들의 
참여 및 발화시간이 많음.

지식전달 위주,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 (일반고 교사 설
문 조사 결과, 학생들은 조별 
활동과 역할극 선호)

평가
객관식, 서술형, 논술형 시험, 
수행평가, 수업 참여도 및 창
의성 점수 포함, 회화수업은 
100% 말하기로 평가

5지 택일형 지필고사가 일반
적, 형식적인 수행평가,
최근 영어회화 1:1 문답형 방
식, 개인 프리젠테이션 
UCC 평가, 말하기 평가 프로
그램 제작 등 도입

V. 결론

분석 결과, 일반고의 제반 여건이 국제고의 수업 환경에 비해 열악해 보
이나, 본 연구의 초점은 이러한 다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학생들의 창
의성 향상을 돕는 수업을 고안함에 있어, 국제고의 영어 수업에서 벤치마킹
할 만한 부분을 찾아 확장하여 적용하는 데 있다. 국제고의 영어 수업을 참
고하여, 일반고의 창의적이고 의사소통중심적인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교과서를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생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지원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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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는 체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교사
의 수업 준비 시간을 단축시켜주며, 학습자들의 예습과 복습을 가능하게 하
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과서는 지루하고 재미
없다”는 인식이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출판물이 가지는 시
간적 한계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고 교사들은 교과서를 기본 교재로 
하되, 학습자들의 흥미와 창의적 사고를 북돋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료들
을 활용하여 교과서를 수정하고 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면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들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실
생활 자료의 경우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
는 적절한 힌트와 도움을 제공하고, 자료를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과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문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학
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개방형 질문들을 많이 제공하여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생들은 강의식 
영어 수업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짝 활동 및 그룹 활동을 
선호한다. 교사의 발화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표현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는 실제 의사소
통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여 4기능이 통합되어 학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좋다. 여섯째, 학생들의 흥미 또는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고, 학생
들이 수업 활동에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살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
록 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을 주제 및 과업 
선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동기 부여 및 학습자 중심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일곱째, 학생들이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 넘어 독창적으로 사
고하고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여덟째, 평가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의사소통 기능과 창의성, 수업 참
여도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말하기를 평가하는 데 지필고사 방식을 
쓰는 것은 평가의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 아홉째, TEE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들의 노력과,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FL 상황에서 학생들
이 영어로 생각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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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창의력 향상을 돕는 구체적인 영어 학습 자료를 
살펴보자면 우선 둘 이상의 기능이 통합(integrated skills)되는 수업을 구성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영화, 만화, 광고, 예술작품 
등을 들 수 있다.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은 풍자와 해학을 통한 비판적 사고
와 상상력 및 창의력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
습자들이 흥미로운 영상과 실생활 영어를 접하면서 창의력과 언어 능력을 
함께 신장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자료라고 생각한다. 광고는 진정성 있는 실
생활자료이자 창의적 아이디어의 보고로서 학습자의 확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좋은 영어수업 자료가 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자가 진행한 질적 연구는 교육, 즉 인간 활
동을 대상으로 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를 남겨
둠으로 향후 실험 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
하여 보다 여러 교실현장에 확장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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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English Teaching Method 

to Improve Students' Creativity:

The Comparison of EFL classes between General High 

Schools and an International High School

Lee, Jina (Sangmyung Univrsity) 
Lee, Ok-hee (Shinkil high-school)

Creativity is widely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abilities 
to foster in this information age society. Since English classes at 
international high schools are known to be strong in fostering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creativity, this study aims at supplementing 
English classes in general high schools with methods/approaches modeled 
after those of an international high school. So, this study compares and 
contrasts English classes at an International High School with those in 8 
general high schools in large cities in terms of the English curriculum, 
teaching environment, and teaching materials, activities, and assessments. 
Information has been gathered through narrative inquiry, that is, an 
interview with a teacher who worked in general high schools in Seoul for 
20 years and has been working at “J” International High School for over 
three years.   

Some useful guidelines derived from analysis of English classes at J 
International High School are as follows. First, utilize a variety of authentic 
real-life materials to supplement textbooks, considering students' interests 
and lesson objectives. Second, design a variety of enjoyable tasks and 
activities that are appropriate to students' levels of proficiency. Third,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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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open-ended questions which have no right answers, but activate 
students'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Forth, provide as much 
pair and group work as possible so that students can actively interact with 
each other. Fifth, integrate four skills so as to provide a communicative 
environment that is similar to real-life situations. Sixth, make learning 
meaningful by letting students use their personal experiences and opinions. 
Seventh, create a warm and friendly classroom atmosphere that allows 
students' unique and original ideas to be expressed. Eighth, assess 
communicative competence, creativity, and participation in class. Finally, 
teach English in English for students to get accustomed to thinking and 
communicating in English. 

Key words: High-school English Curricula, Creativity, CLT, Media, Skill 
            Integration 
            고등학교 영어교과과정, 창의성,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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