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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ystematic way of evaluating competing ELT 

textbook series. Three stages of evaluation procedures were employed: A sample of 

two sets of English textbook series for young learners were first analysed by five 

trained textbook evaluators using a checklist. Secon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evaluative discussion was carried out. Third, two independent evaluators conducted 

impressionistic evaluation on the series. The procedure employed in this materials 

evaluation process can be adapted in choosing series of textbooks. Since not many 

studies have dealt the evaluation of textbook series by multiple evaluators, the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referred to and applied by materials evaluators in other 

contexts. 

 

[materials analysis/evaluation, 교재 분석/평가] 

 

 

I. 머리말 

영어교재가 매년 수없이 발간되고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좋은 교재를 

선별한다는 것은 일반 영어 교사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교재로서 

교과서가 있다는 것과 더 나아가 좋은 교과서를 가진다는 것은 교사에게 

크나큰 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Bell & Gower, 1988; Brumfit, 1980; 

Cunningsworth, 1984; Edge & Wharton, 1998; Hutchinson & Torres, 1994; 

O’Neil, 1982; Rubdy, 2003; Sheldon, 1988), 여러 가능한 교과서 중에서 

우수한 수업용 교과서를 잘 선정한다는 것은 실제 교실 수업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Chang, 2003). 

 교재의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교재선정 이론에 근거한 의미 있는 연구 작업이라 판단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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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제작된 여러 유사한 교재 중에서 교재의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평가와 분석을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시도 해 보기로 

한다. 

우선, 영어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선정이 가능한데, 일차적으로 

각종 출판사에서 출간된 많은 교과서들을 기초 조사하여, 선정 가능한 

교과서들을 선별한 후, 선정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상 교과과목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Kim, 2004). 

이에 근거하여 교재의 선정을 하는데, 조사 단계는 여러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대체적인 인상을 근거로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대충 평가 

(flick test, Matthews, 1985)나 인상 평가(impressionistic overview, 

Cunningsworth, 1995)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서, 분석 단계의 주요 목적은 

일차 선별된 여러 교과서를 내용과 형식에 따라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것에 있다. 

평가 단계는, 평가자가 교사와 학습자 및 기타 여타 변수를 고려하여 교과서가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주 작업이다. 평가는 교재 사용자에 관심을 두고 

교재 사용 결과와 잠재적 가치에 대하여 판단을 한다면, 분석은 교재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밝혀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재 평가방법과 연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2006 년에 출간된 두 종류의 교과서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된 결과의 제시 보다는 평가의 체계적 과정 제시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차후 교재 검토 평가자 들이 실제로 본 연구 과정에 

근거하여 검토 작업을 응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재 검토의 실제에 있어, 여러 평가자 들이 동시에 교재 검토를 어떻게 

실시하였는가에 대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차후 동료 연구자들에게 본 연구는 

참고가 되는 문헌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재의 정의와 유형 
 

일반적으로 영어 교재라 함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혹은 

수반되는 교사용 지침서,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CD-ROM, 연습서, 

교사가 준비하는 보조 자료, 유인물, 사전, 문법서, 신문, 잡지, 사진, 인터넷 

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Kim, 2004). 이러한 

물리적 정의 외에도 기능적으로 보면 Tomlinson(1998)은 교재는 어떠한 

형태로든 학습자의 영어 학습 활동을 유발 혹은 촉진 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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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과서의 유형으로는 대상 학습자의 유형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Kim(2003)은 그 종류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원어민용 영어교과서로 영국, 미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의 영어책이다. 이들 교재는 주로 읽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듣기 

활동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말하기는 주로 아이디어 표현에 중심을 두고 있고, 

쓰기의 경우, 과정 중심의 쓰기 활동 보다는 결과물에 대하여 보다 중점을 

두는 과제로 다루고 있다. 네 언어기능의 균형상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나 

방대한 양의 언어자료를 제시한다는 측면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배우는 교재로서 주로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재이다. 이들 교재의 특징은 미국의 문화나 

역사, 정치에 대한 소개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로 국제용으로 출간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교과서가 있다. 이는 

외국인이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언어 기능에 대한 구성이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문화와 

언어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다. 

넷째로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교과서가 있다. 이들은 

한국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잘 반영하며 한국인만의 독특한 언어 구조나, 

발음, 어휘, 문화적 이해 상의 문제점 등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교재는 우리나라의 수업 시간에 그 교재 

분량이 적합하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앞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고, 

학습자의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으며, 한국인 교사와 학습자에게 맞는 

최적의 수업을 구상할 수 있다. 우수한 국내 교재는 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어교재만을 연구 대상으로 국한하였다. 

이는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재의 선정에 있어서, 국내에 수입되는 

국제적 용도로 제작된 책들(International English as foreign language 

textbook)은 대부분 시범 사용을 거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 만으로도 평가의 기능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교재 분석과 평가 
 

영어교재 검토 및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준거의 틀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석표를 참고 하고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표가 

사용되는 이유는 교재를 선정하거나 평가 할 때 기준을 제시해 주고, 기존에 

있는 교재들을 비교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영어 교재 평가분석과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교재 선정을 위한 

분석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Kim(2003)은 심층적인 문헌 분석을 통하여 교재 

평가를 위한 80 여 개 이상의 분석표에 관한 문헌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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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표들은 몇 가지의 글로 표현된 기준을 제시한 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 하거나, 각 기준에 대한 하위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교사용 분석표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Tucker(1975)와 Williams(1983)의 

정교한 질문서가 있지만, 이러한 분석표들은 평가기준이 문법 번역식 교과서 

평가용으로 현재의 교재에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널리 

사용 되지 않았다. 분석표들은 교사가 거쳐야 할 결정 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여러 단계로 구성 되어있다. 예를 들면, Breen 과 Candlin 

(1987)의 상호 점진적 지침서는 교재의 전반적인 실용도에 대한 첫 번째 

단계와 특정 학생과 교실 상황을 염두에 둔 심층적인 분석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Hutchinson(1987) 또한 교재 평가를 객관적인 

분석과 주관적인 분석으로 이루어진 상호적인 단계로 보았다. McDonough 와 

Shaw(1993)는 2 개 이상의 단원에서의 기능 제시, 과제의 등급과 연속성, 

사용된 텍스트의 종류, 연습문제와 시험과의 관계 등을 외부에서부터 평가해서 

심층적인 내부 평가로 이동하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단계를 제시하였다. 

Sheldon(1988)의 경우에는 배치와 그래픽 등의 유용성과 외부적인 

특징에서부터 학생의 요구, 학습 목적, 학생의 배경과 나이 및 문화, 학습자의 

개념적 발달 정도, 학습에 대한 기대와 학습 선호와 같은 심리적 및 심리 

언어학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포괄적 기준을 가진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는 학습자 환경과 학습 원리를 시발점으로 하는 Cunningsworth(1984, 

1995)의 분석틀이 가장 총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unningsworth 의 분석 

표에 있는 지침서와 기준은 유용한 사례가 되는 교과서 실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문법, 음운론, 담화능력과 관련된 교재들에서 발췌한 명확한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교 교재 선정 평가 시에 이용된 바 있고(Kim, 

2002) 북한 교과서 분석에도 활용된 바 있는(Kim & Choi, 1999) Littlejohn 

(1998)의 분석표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 분석표의 특징은 현재 영어 교육에서 

초점을 받고 있는 과제 중심의 교재 구성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재를 

평가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Littlejohn 의 분석 

표는 교재를 외국어를 가르치고 학습을 보조하는 교육 장치로 보고 평가표의 

초점을 교재의 방법론적인 측면과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Littlejohn(1998)의 분석표는 ‘출판’과 ‘구성’의 

이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판은 교재의 실체적인, 외향적인 양상을 

지칭하며, 구성은 교재의 목표, 교재 내에서의 과업, 언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선택 되고 연결되는지, 교재 내용의 초점과 성질 등을 고려하는 

단계이다. Littlejohn 의 분석표는 학습자에게 정확히 무엇을 하도록 요구 

되며 Breen 과 Candlin(1987)이 말하는 ‘과정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의 지식, 능력, 기술이 어떻게 연관되는 지에 초점을 둔다. 과정적 

능력이란 각기 다른 영역의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 의미를 표현하고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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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역하는 능력과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Littlejohn(1998)의 분석표는 비교적 확인이 쉬운 측면에서부터 심층적인 

측면으로 이어져 있어서 평가자들로 하여금 점차 추론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다. 일 단계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특징들이 무엇인지, 이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과제 분석, 삼 단계에서는 교재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원리와 철학에 대한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Littlejohn 은 일 단계에서 교재 전반에 대한 전반적이며 단편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재의 10% ~ 15%인 중간 단원 2~3 개를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단계가 교재의 객관적인 본질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교재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을 분석하는 좀 더 깊이 

있는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교재를 이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연역해야 하기 때문에 교재를 과제중심으로 

나누어야 하며 과제에 대한 정의 또한 확립되어야 한다. 일 단계에서의 교재의 

외향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과 이 단계에서의 과제의 분석을 통해 마지막 삼 

단계에서는 교재의 목표, 학습자와 교사에게 제안된 역할, 과제와 내용에 대한 

선택과 순서에 대한 평가적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3. 교재 분석 단계 
 

본 연구는 교재 평가의 단계에서 인쇄 후 단계에서의 교재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Roberts(1996)에 의하면 교재 평가 단계의 이상적인 

모델은 크게 인쇄 전과 인쇄 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교재 디자이너들이 

교재를 편집하는 예비 결정 단계나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발행을 구상하는 

것은 첫 단계인 교재 디자인, 교재 초안 쓰기, 초기 실행을 포함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출판사가 원고나 계획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비공식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초안 형태의 교재는 목표로 하는 학습자나 교사들에게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이에 나온 결과는 교재가 수정 보완이 필요한지, 부적합한지 판정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가 인쇄 전 단계이며, 인쇄 후 단계에서는 교재를 실제로 

사용할 학습자들이 지필 평가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분석해 볼 교재가 어떤 것인지 

평가자 들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필 평가와 실제 교실에서 사용을 거친 

교재들은 학습자들과 교사들의 반응까지 포함한 모든 정보가 수집 된 총괄평가 

단계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결정의 최종단계인 제 3 단계에서는 특정 

교재들에 대해 적합성 또는 부적합성을 판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 

평가된 교재들은 인쇄 후 실제 사용은 거치지 않은 단계까지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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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어 교과서 시리즈와 관련된 사례연구 
 

검토 평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평가자들이 참여한 사례 보고 연구는 

영어교재론 분야에 있어서 비교적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에 속한다. 

Sheldon(1988)이 지적하듯이 검토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TESOL Quarterly 나 

ELT Journal 과 같은 전문 학술지의 ‘Book Review'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다. 

Ellis(1997)는 이들 서평분야의 교재 평가에 대한 순기능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서평들이 평가자의 주관이나 체계적이지 않은 검토결과자료 

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들 영어교육관련 

전문학술지를 살펴보면, 서평의 경우 특정한 유형의 교재를 한 두 명의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7 인의 

에스토니아 영어교사와 영국문화원의 전문가 들이 모여서 시리즈로 구성된 

중등영어 교재를 분석한 것이 있다(Campbell 등, 1998). 이들은 Cambridge 

English for Schools, English Jackpot, High Flyer, Hotline, Open 

Doors 라는 5 종의 시리즈로 된 영어교재를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Open 

Doors 가 에스토니아의 중등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재임을 결론 내리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교재 검토가 다수에 의하여 일종의 프로젝트형 검토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이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아쉬운 점은 다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분석형 평가결과나 분석의 준거 틀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제시 반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며 분석적인 교재 검토결과 사례를 보여주고자 한다. 

현 상황에서 보면, 미국이나 영국의 영어교육 전문학술지에서 다루고 있는 

교재 검토 사례에 비하여 국내의 교재 검토는 거의 이론적 전문서적에 대한 

전문가 단독의 서평에 그치고 있다. 국내 출판물의 경우도 교재 분석 사례에 

대한 전문서적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에야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실행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어교재 분석 당하다(2006)를 살펴보면 20 명의 영어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자 영어 교재를 선별하여 검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재 

검토, 분석, 평가와 관련된 전문서적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내용상 교차검토가 가능하거나 정량화 할 수 있는 교재 검토 평가 

틀을 사용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즉. 다수가 참여하여 

영어 교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나, 가치 판단 

부분에서 교재 상대 비교 분석을 배제한 것은 다소의 단점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체계적인 

틀을 활용하여 교과서 분석과 검토 평가를 실시하고 교재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과정과 결과를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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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교과서 분석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생 대상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과서 두 권을 

분석 평가 하였다. 분석에 참여한 이는 교수 1 인과 영어교재 제작 평가 

훈련을 받은 TESOL 박사과정 2 인과 석사과정 2 인이 참여하였다.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행하였고, 이러한 실행결과 총괄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체적인 인상평가는 2인의 영어교육 전공 교수들이 실행하였다. 

분석의 경우 Littlejohn(1998)의 분석표를 활용하여 여러 평가자가 공동으로 

대상 교과서를 분석 하였다. 분석 틀은 크게 3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또 

각각의 세부 조항으로 나누어진 분석표는 본 연구에 있어서 교과서를 좀 더 

체계적이며,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분석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학습자가 무엇을 하도록 기대되는가?(What is the learner 

expected to do?)를 분석하게 되어 있다. 세부 사항으로는 학습자의 담화 

역할과 담화 통제/학습자가 사용한 언어 규칙이나 양식, 사용된 언어의 메시지, 

형식과 의미 사이의 초점/어떤 인지 작용이 요구 되는가?(장기 기억으로의 

산출, 본문 구성, 사전 지식의 활용, 대상에 관련된 소리, 언어 실례의 비교, 

의미적 내용 해독, 주어진 본문에서 학습자가 정보 추론하는 정도, 반복, 언어 

규칙의 연역, 언어 규칙의 적용 등을 분석한다. 

둘째로 분석대상 영역은, 누구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가?(With whom?)와 

관련된 것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일부 학생들과 교사와의 상호 작용, 일부 

학생들과 전체 학생들간의 상호 작용(예를 들어 모둠 집단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피드백) 정도, 학습자 개인(예로, 각각의 학습자가 쓰기 활동을 하는 

것)의 활동 정도, 짝 혹은 소규모 모둠에서 학습자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정도와 관련된 것이다. 

셋째, 어떠한 구성 내용을 담고 있는가?(With what content?)를 분석한다. 

이것의 세부 사항으로는 형식의 정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구성 내용의 

형식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도, 그래픽(그림, 삽화, 사진, 도표 등) 제시 

정도, 구두로 된 단어, 구, 절, 확장된 구어의 담화(예를 들면,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제시 정도, 쓰여진 각각의 단어, 구, 절(예를 들면, 어휘 목록 

리스트) 제시 정도, 서면으로 된 확장된 담화(예를 들면, ‘이야기’), 음향 

혹은 음악의 제시 정도, 학습자들에 의해 산출 될 수 있는 구성 내용의 형식, 

각각에 구어의 단어, 구, 절(예를 들면 문형에 대한 응답) 제시 정도, 

확장되어 씌어진 담화(예를 들면, ‘이야기’작문) 제시 정도, 씌어진 단어, 

구, 확장된 구어의 담화(예를 들면, 사건에 대한 구두 설명) 제시 정도, 구성 



김정민, 김해동, 박종헌, 유재신, 이길영, 이충현과 장수현 240 

내용의 출처에 대한 파악(예를 들어 교과서와 같은 자료인가 아니면 교사 및 

학습자들로부터의 구성 내용의 공급인가), 구성 내용의 유형(개인적인 의견, 

사실, 허구, 개인적인 정보, 언어의 사용, 구조, 형식 혹은 의미에 대한 지식) 

파악에 대한 것이다. 

교과서 분석은 각각의 제시된 영역이 어느 정도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2. 교과서 분석 과정 
 

교과서 분석은 전체 교과서에 대한 총괄 평가가 아니라 Cunningsworth(1995) 

와 Malay(1998)가 제언한 바대로 교재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 교재의 가운데에 위치한 두 과를 각각 나누어 2 차례에 걸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분석에서 첫 번째 분석 교재인 H 영어 교과서는 

초급 단계 1 권의 2 과, 3 과, 중급 단계 1 권의 2 과, 3 과, 2 권의 2 과, 3 과, 

고급 단계 2 권의 2 과, 3 과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분석 교재인 E 영어 

교과서는 1 단계 C 권, 2 단계 C 권, 3 단계 C 권, 5 단계 C 권, 6 단계 C 권을 

분석하였다. 

 

3. 교과서 분석자내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총 5 인의 평가자가 공동으로 분리된 영역을 분석을 

하였으므로 결과의 신뢰성을 위하여 평가자간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의 분석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분석표의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으며, 실제로 본 분석에 앞서 샘플로 

1개과에 대하여 공동으로 분석을 실행하고 평가자간의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평가자간 상관관계를 피어슨 r 상관관계로 살펴본 결과 아래 상관계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고 .938, 최저 .484 였으며 평균이 .680 로 나타났다. 

 

표 1 
분석 결과의 평가자간 상관계수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2 .588       
평가자 3 .484 .578     
평가자 4 .532 .633 .938   
평가자 5 .605 .630 .876 .934 

 

이러한 수치는 예전의 Kim(2002)의 연구에서 보고된 평가자간 상관관계의 

평균값인 .731 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로서 본 연구에 참여한 분석자들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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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이 내린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또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진다. 

 

4. 교과서 평가표 활용 
 

위의 분석적 평가와 달리 총체적 평가를 위해 평가도구는 Grant(1987), 

Sheldon(1988), Skierso(1991), McDonough 와 Shaw(1993), Cunningsworth 

(1995)의 교재 평가표에 근거를 두며 작성된 Peacock(1997)의 교재평가표를 

적용하였다. Peacock 의 교재 평가표는 총 60 개 문항으로 Kim(2004)은 이들 

항목에 대한 대학교수 38 명의 설문응답을 근거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총 

16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추출된 항목을 중심으로 새로이 

교재평가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요인분석과정과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Kim(2004)에 수록이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작성된 교재 평가표를 

활용하여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며 국내 환경에서 적용이 되었던 평가기준으로 

교재를 평가하였다. 이들 항목 중에는 교사 지침서와 관련된 항목이 1 개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15 개의 항목을 교재평가에 활용하였다. 15 개의 각각의 

항목은 7 점 척도로 평가 되었다. 15 개의 기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Kim, 

2004). 

(1) 교재는 편집(인쇄나 삽화의 수준 및 페이지의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며, 

최근에 출판된 것이었다. 

(2) 소개되는 문화적 내용은 수업에 적절하여 학습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였다. 

(3)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극이나 활동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4)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하며 적절한 자료를 수록하여 

학습자의 개인적(학습) 참여도를 높였다. 

(5)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에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한 안내 자료를 

포함하고 있었다. 

(6) 교재는 현재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학습 이론과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7) 강세의 유형이나 억양, 개별 음의 인식과 더불어 발화를 위한 발음 

연습의 자료가 있었다. 

(8)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술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다양한 

수업 활동을 소개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이 발달할 수 있게 했다. 

(9) 개별단원은 다양한 학습 활동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매 단원의 

새로운 문법사항은 적절하며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10) 학습자가 교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는 부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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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자가 배운 바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예, 학습 성취도 

평가 시험) 들을 포함하고, 학습자가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12) 교재는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금 인도하였다. 

(13) 교재에는 문법 사항, 언어 기능 항목에 대한 요약이나 색인 및 새로 

나온 어휘, 내용 소재 등에 대한 목록 표를 담고 있었다. 

(14) CD 는 음질이 좋고, 원어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상적인 대화 속도로 

녹음 되어 있었다. 

(15) 교재는 구입이 용이하고 비싸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15 개 평가 고려 항목 중에서 CD 의 부재와 가격이 

동일한 시리즈 물을 평가하였기에 14번과 15번 항목은 적용이 불가능 하였다. 

실제로 분석 참가자 5 인은 2 종의 대상 교과서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마친 후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5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서와 함께 결과에 대한 

토론을 실시함으로 질적인 평가를 시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의 장점 및 

단점 또한 파악하였다. 이러한 질적인 평가는 참가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공동 작업을 한 이유는 Chambers(1997)가 지적한 바대로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평가자는 차후에 선택된 교과서에 대해서 이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평가표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이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다. 

 

5. 교과서 인상 평가 
 

교과서 인상평가는 H대 영어 교육학과 소속 교수 2인의 참여로 이루어 졌다. 

이들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들의 평가 참여로 분석의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평가 결과는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되면서 교과서 

선정이라는 의사 결정 판단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연구 결과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되었다. 

 

 
IV. 연구 결과 
 

1. 분석 결과와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과제 중심과 의사소통중심의 활동 교재 구성 분석에 적합한 

Littlejohn(1998)의 분석표를 활용하여 교재를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2 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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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두 영어교과서 분석 결과 
과제의 발생 빈도 

H textbook series E textbook series 
초급 1 중급 1 중급 2 고급 2

  
  

2
과

3
과

2
과

3
과

2
과

3
과

2
과

3
과

1C 2C 3C 5C 6C 

학습자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
하는가? 

                

차례 
바꾸기 

주도적          20 20     

  반응적 3 3 4 4 4 4 5 7 20    20 20 
  필요 없음 2 2     1  18 20   16 16 
초점 언어 체계 1  2 2 2 2 3 5   14     
  의미 1 1 2 2 2 2 1 2   6   4 
  의미/체제 관계  2     1          
정신적인 
면 

장기기억에 의존함 1         16       

  텍스트 구축 2 3 3 3 2 2 4 5   17   14 
  선험지식을 끌어옴 1 1     1 1  16       
  소리와 사물의 연결 1 1               
  비교   1 1           14 
  의미 풀이  1   1      2   2 
  정보 선택   2 2 1 1    16 2   2 
  확장하며 반복 1 1 1 1   3 2   2     

  
언어 규칙에 대한 
연역 

 1 1 1     20  3 16 14 

  언어 규칙 적용   1 1 3 3 2 3 20 20 10   20 
누구와 
함께 

학습자가 전 
학급으로 

  1 1   2 1     20   

  
학습자 개인이 
동시에 

3 3 4 4 5 5 2 4   10     

  
짝활동/그룹활동의 
학습자 

  2 2   1 1         

내용-형식                   
학습자에 
대한 

그래프 3 1 6 6 3 3 2 1 20 20 15 20 16 

Input 구두로된 단어/구  2 2 2   1 2 16 20 15     
  구두 확장/ 담화     2 2 1   20       
  문자 단어/구 3 3 4 4 4 4 5 4     22 20 

  
문자 확장 
담화(문단) 

    1 1 2 2         

  소리/음악 2 1 2 2 2 2   4 2       
기대되는 
Output 

구두로된 단어/구 2 1 1 1   2  20 20 20   16 

  구두 확장/ 담화     1 1 1 3  10       
  문자 단어/구 3 3 4 4 4 4 4 4     4 6 

  
문자 확장 
담화(문단) 

    1 1           

출처 교재 2 2 6 6 5 5 5 7 20 20 20 20 20 
  교사 1    1  1          
  학습자(들) 3 3               
본성 개인 의견                 
  사실 3 3   2 2 4 5 20 20 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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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구 2 2 6 6 3 3 1 2     20 18 
  개인 정보                 
  초 언어적 지식     1 1         4 
개별 단원의 총 과제 수  40 40 55 55 50 48 55 61 178 240 176 162 210 

 

총괄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교재는 총6과 중에서 초급 1, 중급 1, 

중급 2, 고급 2의 책을 골라서 각각 가운데 단계별 각 권에서 2, 3과를 때에

서 분석을 했으며 두 번 교재는 총 20과로 1C, 2C, 3C, 5C, 6C 각 권의 전 

단원을 다 분석한 것이며, 분석 결과표에 표시된 숫자들은 분석 결과 각 항

목에 대해 나타난 횟수를 적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 교재의 

과제의 부하 정도는 두 번째 교재보다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교재인 H 교재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보면, 교재의 편집 

(인쇄나 삽화의 수준 및 페이지의 구성)이 평범한 편이었으면 출판은 최근에 

된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내용에 대한 소개는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학습자가 수업시간에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극이나 활동에 관한 

자료는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자료는 

다수 수록하고 있는 편이며, 학습자 자신이 학습에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금 

안내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H 교재는 현재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학습 이론과 방법론에 기초한 

것 이라기 보기에는 다소 미흡했다. 강세의 유형이나 억양, 개별 음의 

인식과 더불어 발화를 위한 발음연습의 자료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술을 균형 있게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수업활동을 소개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이 발달할 수 

있게 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면이 있다. 개별단원은 다양한 학습 활동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매 단원의 새로운 문법사항은 

적절하며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진 않은 편이었다. 학습자가 교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는 부분은 다소 포함하고 있었으나 충분하지는 않았다. 

학습 성취도 평가 시험과 같이 학습자가 배운 바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학습자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학습자가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교실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재에는 문법 사항, 언어 기능 항목에 대한 요약이나 색인 

및 새로 나온 어휘, 내용 소재 등에 대한 목록 표를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했다. CD 는 음질이 좋고, 원어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상적인 대화 

속도로 녹음되어 있었다. 교재는 구입이 용이하고 비싸지 않았다는 항목은 

확인이 불가했다.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총평이 가능하다: 과제활동 측면에서 

H 교과서의 6 시리즈에서는 수준별 차이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으며, 교재의 

구성상 최근의 교수기법을 반영하기 보다는 받아쓰기 등에 중점을 두고 

문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형태의 교재이다. 언어의 4 기능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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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려 하였으나 연계성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CD 삽화의 

수준이 높아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화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교재로 

판단된다. 

분석표에 근거한 H 교재의 장점으로는 교재 구성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어, 

초보 교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이고, 학부모들이 학습자의 쓰기 

산출물을 교과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교재나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연어를 활용한 구문 소개는 본 

교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삽화가 화려하고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용이할 듯하다. 반면에 삽화를 지나치게 

치중하여 오히려 문자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교재의 초점과 

내용의 연관성이 다소 부족한 듯하다. 학습자의 장기적인 흥미를 유발을 

유도하고 유지하기 에는 활동이 다양하지 못하며 교사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지 않고 workbook 의 인상을 주는 교재이다. 교수기법상 청화 

학습법에 치중한 교재 구성이지만, 그 연습의 유형 또한 제한적이다. 

교사지침서가 없고 발음 연습자료가 부족한 면 등도 다소 미흡한 점이며, 

예비활동이나 다문화적인 내용 소개가 부족하다. 

분석표에 근거하여 E 교재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보면, 교재는 

편집―인쇄나 삽화의 수준 및 페이지의 구성―이 잘 된 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출판은 최근에 된 것이었다. 문화적 내용은 거의 전무했지만. 

학습자가 수업시간에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극이나 활동에 관한 

자료를 다소 포함하고 있었고.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약간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었다. 학습자 자신이 학습에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하는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었다. 교재는 현재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학습 이론과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강세의 유형이나 억양, 개별 음의 

인식과 더불어 발화를 위한 발음연습의 자료가 많이 부족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술을 균형 있게 제시하지 못했으며 문법에 지나치게 

치중했다. 개별단원은 다양한 학습 활동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했고, 매 

단원의 새로운 문법사항은 지나치게 많은 양이 제시되었다. 학습자가 교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는 부분이 있었고. 배운 바를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학습 성취도 평가 시험) 들이 포함 되어서, 

학습자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재는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인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별로 없었다. E 

교재에는 문법 사항, 언어 기능 항목에 대한 요약이나 색인 및 새로 나온 

어휘, 내용 소재 등에 대한 목록 표를 담고 있었다. CD 는 음질이 좋고, 

원어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상적인 대화 속도로 녹음되어 있었다. 

E 교재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12, 13 단계는 말하기 위주로 4,5,6 권은 

문법위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교육적인 욕구– 초등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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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는 말하기 중심 중급이상에게는 중학교 문법 준비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지나치게 난해한 문법이 문제로 대두 되었다. 또한, 

어휘수준과 숫자의 측면에서 보아 4 권부터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칼라를 강조하다 보니 복잡하고 산만해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예전의 사교육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교재 스타일(짧은 

대화문이 나오고, 이를 문형연습형태로 연습)을 활용하고 있다. 주제 

상으로는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주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 교과서 시리즈의 장점을 보면 중급단계에서는 역할극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었고, 초, 중급단계의 챈트와 노래는 흥미를 유발하는 

자료이며, 인터넷과의 연계는 학습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진다. 수학 문제의 경우 흥미로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연습서의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프로그램 다양화에 도움이 될 듯 하며, 번역, 

해설은 교재의 자습용 활용 부분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삽화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고, 인물이 너무 강조되고 다양성이 없는 듯하며 

교재가 표방하고 있는 문화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학문제의 수준이 

학습자의 단계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있고, 하위단계에만 파닉스 활동이 있고, 

고급 수준의 파닉스 연습활동은 결여되어 있다. 

이상의 구체적인 분석결과에서와 다음의 인상평가에서 제시된 결과에는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석표를 활용한 구체적인 

분석결과에서는 부분적인 장단점이 보다 상세하게 파악되고 있다. 

   

2. 인상평가 결과 및 논의 
 

H 및 E 교과서 시리즈에 대한 영어교육 전문 교수들이 내린 전체적인 인상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H 교재는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 읽기, 쓰기, 듣기 및 말하기의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연계성이 떨어지고, 과제 중심, 

내용 중심, 상호작용 중심 등과 같이 최근의 교수ㆍ학습 방법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문법 학습 및 암기를 강조하는 전통적 교수ㆍ학습 

위주의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수 설계적인 면에서 전체 시리즈는 

수준별 난이도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각 단원 에서 

제시된 문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또한 각 

권의 처음에 교수요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즉, 과거분사, 현재 분사, 

동명사 등이 기준 없이 각 권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위단계의 

교과서의 문장 길이가 상위단계의 문장 보다 길다. 둘째, 디자인 측면에서는 

동화책 혹은 그림책 느낌의 삽화는 생동감이 있다. 그러나 인물 묘사가 

아동의 수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으며 전체 색감이 아동용 교재로써는 

전반적으로 너무 어두운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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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조 교재라고 할 수 있는 CD-ROM 타이틀도 교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대로 교육적 측면에서 교재와 비슷한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CD-ROM 타이틀의 전체 구성은 

양호한 편이며 음성인식 기능도 제공하여 교재보다는 매체 특성을 나름대로 

잘 적용하여 제작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분석적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영어교육 전문 교수의 계속되는 인상 평가이다: 

“E 교재시리즈는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듣기 및 말하기의 음성언어 그리고 중급 이상 

단계에서는 문법과 문자언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시리즈 각 권의 

주제와 내용도 전형적이기는 하지만 주변 및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루고 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재에서 자신들의 특징으로 언급한 문화적인 내용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교재 시리즈도 역시 4 권 이후에서는 수준별 난이도 조절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제 중심, 내용 중심, 상호작용 중심 등과 

같이 최근의 교수ㆍ학습 방법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화 

교수법과 문법 중심의 전통적 교수ㆍ학습 위주의 교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디자인 측면으로 볼 때 인물 묘사와 삽화는 적절하나 입체감이 

부족하고 단순하여 현재 학습자의 흥미 및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구성 자체가 평면적이고 좀 산만한 느낌이 듣다. 보다 

생생하고 입체적인 삽화와 CD 타이틀을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 

결국 두 평가자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인상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H 의 경우 책의 구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평이하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본문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 단어, 그리고 연습문제, 연이어 

‘읽기와 쓰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어와 연습문제 간에 있어 상관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도 I 과 II 사이의 난이도가 다소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보여 진다. 

또한 책의 디자인과 색상에 있어서 고급화를 꾀하는 등 독자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오히려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색감이 어두우며 그러다 보니 본문의 글자에 이중으로 하얀 배경을 

깔아서 돋보이게 하였는데 더욱 어지러운 감이 있다. 예를 들어 본문 글자가 

어두운 색 위 하얀색 부분 배경에 있어 어지럽게 보이는 문제가 있으며, 또 

어두운 색깔의 건물그림과 겹치는 등 가독의 명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어를 학습할 때 가능한 한 그 단어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코너는 나름대로 신선한 시도로 보여 지고 있다. 



김정민, 김해동, 박종헌, 유재신, 이길영, 이충현과 장수현 248 

E 시리즈는 위 H 시리즈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책이다. 전체적인 

인상으로 일단 밝은 분위기가 학생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보이며 캐릭터의 

모습도 훨씬 친근하게 느껴진다. 위 H 시리즈 교과서가 일반적인 외국의 

소재를 한 것으로 느껴지는 반면 E 시리즈 교과서는 한국인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소재를 한 것이 강점으로 보여 진다. 

책의 구성에 있어서는 간단한 본문이 나오고 이어지는 초점 부분도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요점을 분명히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명하게 나와 있는 교재만큼 보다 자세한 

사항을 위해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보여 진다. 뿐 만 

아니라 3-C 의 경우, 매 과마다 나오는 ‘도시 쥐와 시골 쥐’의 이야기는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돌출성향이 있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된다. 간명한 본문과 간결한 요점정리에 갑작스런 이야기의 

서술은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H 시리즈 교과서의 책 구성을 보면, 색감이 부담스러운 

느낌이어서 아동들에게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며, E 

시리즈 교과서의 경우 간결한 구도와 색감은 밝아 좋으나 교사의 지도력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과, 또 일상생활의 다양한 내용은 바람직하나 문화나 

기타 풍성한 학습거리가 적은 것이 단점으로 보인다. 

결국 인상평가의 경우 구체적이거나 특징적인 면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보이며 이에 대한 평가의 예를 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나는 

인상평가에 근거한 평가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체적으로 

인상평가는 두 교과서 시리즈의 비교우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재 선정의 유용성을 높이고 있다. 다음으로, 인상평가의 경우 주어진 교재 

평가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영역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결국, 분석에 

의한 평가결과도 최종의 선택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총괄적 

인상평가, 특히 전문가에 의하여 실행되는 인상평가는 평가방법의 다양성 

확보와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평가행위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측정하는 방법(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은 영어교재의 평가에 있어서 타당성 있으며 권장하여야 하는 

방법임을 본 연구는 사례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분석평가와 인상평가 
 

H 교재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인상 평가에서는 과제 중심, 내용 중심, 상호 

작용 중심 등과 같은 최근 언어 교수법 및 학습법을 잘 반영하지 못한 점과 난

이도 조절의 문제점,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학습자들의 개별 학습에 더 적합

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네 가지 언어 기술은 연계성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각 단원의 문법 또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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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삽화에 대해서는 아동

용으로 부적합 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 하였으나, 인상평가에서는 삽화의 

색감이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점과 CD-ROM의 음성 인식기능이 이 교재에 주는 

장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였다. 

E 교재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인상 평가에서는 앞의 H 교재에 비해 역할극이

나 활동에 대한 자료가 다소 포함되었다는 점, H 교재와 달리 교사 지도력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점, 문화적 내용이 결여된 점, 보편적 학습 이론과 방법론 

보다는 지나치게 난해한 문법이 대두된 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인

상평가에서는 삽화뿐만 아니라 책의 디자인과 색상, 인물 묘사에 대해 구체적

으로 평가 하였고, 캐릭터들의 친근한 모습과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도 언급하

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영어교재 검토 평가의 사례를 보고하여 검토 평가의 방식과 

준거의 틀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영어교재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본 결과 다수가 참여하는 교재개발 프로젝트는 사례로 제시되어 

있으나, 검토평가의 경우 다수가 참여 하기보다는 단독이나 2 인 정도가 

공동으로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가 참여하여 시리즈로 구성된 영어교과서를 다각도로 분석 평가 

결과를 제시한 본 연구는 영어교재평가 분야에 대하여 하나의 적용 가능한 

사례연구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평가단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영어 교재는 

초등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하는 교과서로서 2 종의 시리즈 물을 

분석 평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어 교재 분석을 위해 최근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과제 중심과 의사소통중심의 활동 교재 구성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Littlejohn(1998)의 분석표를 활용하였다. 평가의 경우 

일반 영어 교재용 평가에 활용된 Kim(2004)의 것을 활용하여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를 내렸으며, 총괄 판단은 McDonough 와 Shaw(2003)가 제시한 바대로,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방안 등이 적절하게 교재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비추어 평가자의 토의와 논의를 통하여 실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시리즈로 제작된 영어 교재를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1)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표의 활용이 필요하며, 2) 다수의 훈련 받은 교재 평가자 

들이 분석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3) 다양한 방법의 평가 기법―분석틀 

활용, 토의, 전문가의 인상평가―을 도입하는 것이 권장되는 기법임을 본 

연구에서는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교재 검토 평가과정은 현장의 교재 개발자나 교재 평가자 들이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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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로 응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교과서 

시리즈가 과연 대상 학습자의 영어 발달에 이바지하고 교사의 교재활용 

만족감을 주는지는 후속 연구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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