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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비 기독 어교사들이 공 사학습의 일환으로 서울 소재 두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

을 상으로 개발한 어성경학습 교재를 실제 교육상황에 용해 본 후, 비 어교사들의 교재개발 과정

에 한 인식과 주일학교 교사들의 교재에 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는 어성

경학습 교재 개발 과정이 단계별로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해 비 어교사들과 주일학

교 교사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사하 고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

하 다. 연구 결과, 비 어교사들의 어성경학습 교재 개발 경험을 통한 공 사학습이 공 문성 

향상은 물론 교회를 돕는 보람과 만족감을 갖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학습 교재 내에서 성경교육과 

어교육 목표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비 어교사들과 교재를 사용해 본 주일학교 교사들 모두에게 

어려운 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재 내의 학습활동들의 연계가 자연스럽지 못한 

을 한계로 인식하 으나, 교재의 소재가 학생들의 실생활과 하게 연 되어 있는 은 정 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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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ummarizes findings from investigations into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nglish bible study materials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two local churches in Seoul, Korea. 

Six pre-service Christian English teachers have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materials.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new materials, the pre-service teachers’ and bible study teachers’ 

perception of the new materials have been investigated. To analyze the data, the pre-service 

teachers and bible study teachers were interviewed. The interview data was recorded, 

transcribed and analyzed based on content analysis method.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pre-service teachers’ church service learning gave them a sense of satisfaction and it also helped 

them develop professionalism in teacher education. To both the pre-service teachers and bible 

study teachers, keeping balance between bible teaching and English teaching was found to be 

a difficult task. The fact that the themes in the new materials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students has been positively evaluated by the bible study teachers.

■ keyword :∣English Bible Study Materials∣Pre-service Christian English Teacher Education∣Englis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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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해외에서 거주 후 한국에 귀국한 학생들이 증가

하고, 귀국한 기독 학생들을 한 어 배가 증가하

고 있다. 한, 1997년 이후 조기 어 교육이 시작되면

서 유아, 등학생들  그 학부모들의 어교육에 

한 심에 부응하여 교회에서 어 배  방학  

어 성경 캠 가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1]. 토요 휴

업일의 시작으로 방과 후  토요일에 지역 사회 복지

센터  교회에서 어성경학습 로그램 등이 개설되

고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하듯이, 어 배  어성경학습이 증가하

고 있으나, 이러한 어성경학습을 한 교재 연구  

개발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1].

부분의 한국 교회 내 어 배  성경학습에서는 

부분 외국의 성경학습 교재를 그 로 사용하거나, 외

국에서 유학하거나 생활하고 왔던 목회자들이 외국의 

교재를 부분 으로 발췌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최근에 몇몇 사설 어교재 출 사  교육 

기 에서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어 학습을 한 교재

를 개발하 으나, 과연 이러한 교재들이 기독교  

에서 성경학습에 효과가 있는 지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7].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교회 목

회자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은 기독교 학 소속 어

교육과 교수들과 비 기독 어교사들에게 어성경학

습 교재 개발을 지속 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련하여 비 교사들이 교사가 되기 한 문

성 향상을 해 공 련 사활동에 참여하여 교사로

서의 자존감과 공 지식에 한 자신감이 증가한다는 

연구는 있으나[2], 비 기독 어교사들이 어성경학

습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그들의 교사 문성 향상에 

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많지 없다. 한, 성

경외의 다른 내용으로 교재를 개발한 사례를 연구한 논

문[5]은 있으나, 어성경교재를 개발 한 사례연구는 보

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한 학의 

비 기독 어교사들이 주일학교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어성경학습을 한 교재를 개발하고 용해 

으로써, 이러한 교재 개발  용에 참여한 비 기

독 교사들과 개발 된 교재를 사용해서 가르쳐 본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 앞

으로 심이 지속 으로 증가될 어성경학습에 알맞

은 교재는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해 제언해 보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어성경학습 교재 개발 과정  교재의 구성은 어

떠한가?

2. 어성경학습 교재 개발 경험에 한 비 기독

어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어성경학습 교재를 직  사용한 주일학교 교사

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Ⅱ. 선행 연구

1. 영어성경학습 교재 
이 부분에서는 청소년을 상으로 한 어성경학습  

교재들  묵상교재, 성경캠 교재, 원어민 상 성경학

습교재, 어교육 심 성경학습교재라는 특징별 표

성을 갖는다고 단되는 교재들을 선정하여 교재의 목

  특징, 성경학습 측면의 장, 단 , 어 교육  지

원의 장, 단 과 편집  디자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청소년 대상 영어성경학습 교재

S교재에는 성경원문이 그 로 나와 있고, 묵상을 목

으로 교재가 구성된 이 특징이다. 성경학습의 측면

에서 보면, 성경 본문의 길이가 긴 반면에, 원문에 한 

설명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울 수 있

고, 본문 활용에 한 가이드라인이 히 제시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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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이 단 으로 보인다. 어교육 지원의 

에서 살펴보면 매일의 학습 할당량이 나 어져있어 학

습자들이 계획 으로 학습하기 좋은 과, postscript of 

others 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  수 있어 다

양한 표 을 익힐 수 있는 을 장 으로 볼 수 있다. 

본 교재의 편집  디자인 측면에서는 교재의 체 인 

디자인이 청소년들이 흥미를 끌기에 좋고, 후반부에도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잡지 형태로 꾸며져

서 교재의 흥미도가 높아 보인다. 몇몇의 활동이 흥미

롭지만, 빈도가 부족하여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지 않는 이 단 으로 보인다. 

T교재는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어성경캠 에서 

사용하기 해 제작된 교재라는 것이 특징이다. 성경학

습의 측면에서는 성경 내용을 만화로 표 해 청소년들

이 성경에 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성경퀴즈가 있

어 성경본문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 소재가 청소년들

과의 공감  형성에 유리하다는 이 장 으로 보인다. 

한, 본문에 한 질문이 구체 이고 그 형식도 다양

한 과, 만화와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학습자의 흥

미가 유발된다는 을 장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체 인 성경내용의 개연성이 부족하고 성경 본문에 

한 심도 있는 학습활동이 없다는 이 단 으로 보인

다. 어 교육  지원의 측면에서 설명 없이 성경이 

어 원어로만 제시되어 있어, 어 교육  지원이 부족

한 것으로 보인다. 본 교재의 디자인  편집의 측면에

서는 디자인이 깔끔하지 못하고 활동의 배치가 통일성

이 떨어지는 이 단 으로 보인다.

B 교재는 어 원어민을 상으로 인터넷에서 구

나 근 가능한 무료 성경 교재라는 이 특징이다. 

어 교육  지원보다는 성경학습에 이 맞춰져있고, 

학습한 성경의 내용이 실제 인 생활 용과 직결될 수 

있는 이 장 으로 보인다. 한, 인터넷 상에서 구

나 근하여 학습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웹

상의 사 이나 성경 본문을 찾아 활동을 수행함으로서 

학습자의 자발성(learners' autonomy)을 높일 수 있고, 

체 성경학습의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있어, 학습자들

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검할 수 있고 학습목표가 분

명히 인식된다는 , 복습이 가능하고, 자신의 학습 결

과를 즉각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측면에서 효과

가 있는  등이 장 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가 모국

어가 아닌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이해 가능한 입력

(comprehensible input)이나 학습자들의 수 에 따른 

수 별 학습  어 교육  스캐폴딩(scaffolding)을 

고려하여 제작된 교재가 아니라는 에서 어 교육  

지원이 부족한 이 단 으로 나타났다. 본 교재의 편

집  디자인의 측면에서는 모든 학습 방법과 활동이 

을 읽으면서 성경 본문을 찾는 방식이며 매 활동 후

의 총  평가(summative assessment)도 모두 획일

인 빈칸 채우기(fill in the blanks)의 형식으로만 이루어

져 있고, 다양한 활동이 부족하여 학습자들이 지루해하

기 쉽고, 학습 동기가 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비교  단순하고 꾸며지지 않은 인터페이스

(interface)와 디자인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흥미가 떨어

질 수 있어 보인다.

J교재는 어교육 문 사설 출 사에서 제작한 교재

로서, 성경 본문을 어로 제시하며 읽고 해석하는 활

동 주의 교재라는 이 특징이다. 에서 살펴본 교

재들과 달리 성경학습의 목 보다는 성경 본문을 어

로 읽게 하는 것이 목 이므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어 학습을 하며 성경 본문을 인지하게 될 것으로 보

인다. 한, 본 교재와 함께 활동자료가 수록된 보조 교

재에 다양한 시, 청각 보충 자료가 많이 있고, 모든 매뉴

얼과 교육에 필요한 요소가 보조 교재에 담겨있기 때문

에, 약 세, 네 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구나 본 어성경 

교재를 활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을 장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흥미 

유도를 해 달란트 제도를 사용한 활동들과 어 단어

나 문장의 강세와 어조(stress and intonation)등의 

분 인 요소를 고려하여 어의 리듬을 가르치고 있

다는 이 장 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 성경 본문을 

직독 직해 한 후 확인  활용의 단계가 없고, 배운 것

을 실제 삶에 용하는 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게, 형성 평가(formative assessment) 활동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보충 학

습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다

양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기 해 어성경학습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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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컴퓨터 기자재가 없으면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어 

멀티미디어 기반 기자재가 비되지 않은 소규모의 교

회에서는 본 교재를 활용한 어성경학습이 실시되기

에 어려운 이 있어 보인다. 

 지 까지 살펴본 교재들은 교재 사용의 주된 목 에 

따라 그 구성  장단 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로 성경학습이 주된 목 이고, 어 교육  지원이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제 생활 

용  평가의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 원

어민 학습자를 한 성경 교재는 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에게 그 로 용하기에는 언어  지원이 체

계 이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예비 영어교사의 전공봉사학습
 비 어교사들의 교생 실습 활동을 통한 수업 문

성 신장  자기 성찰에 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이루

어져 왔다[6][11]. 더 나아가, 비 어교사들의 지역사

회 사활동을 통한 공 학습에 한 자아 효능감  

문성 향상에 한 연구도 많지는 않지만 이루어져 왔

다. 한 로 비 기독 어교사의 지역사회 공 사

활동 (community-based service learning)에 한 연구

[8]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어교육과 재학생인 비 

기독 어교사들이 한 지역사회센터에서 , 고등학생

에게 어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과,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지역사회 , 학생들에

게 어를 가르치는 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고등학

교 학생 교사들에게 그 교재를 제공하여 어교육 사

활동이 효율 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 

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분석을 해 참여한 고등학

생 교사들에게 본 교재에 한 사 , 사후 설문을 실시

하 고, 그 교재를 제작한 비 기독 어교사들을 심층

인터뷰 하 다. 연구 결과 참여한 비 기독 어교사들

은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에 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학습에 매우 정 이었다는 인식이 높

았다. 한 참여하면서 자아 효능감이 증진되었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작한 교재에 해서는 

좀 더 보완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러한 공지식을 지역사회 사활동을 통해 실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 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김상경(2012)은 어과 교직과목으로 어 독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운 하는 

어마을 사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찰하면서, 학습

-재능기부-신앙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과 결

과를 분석하 다. 결과 분석을 해 참여 학생들이 작

성한 성찰 일지(reflection paper)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과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참여 학생들은 학습 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어

교사가 되는 과정과 연계되어 이타심, 보람, 학생들과의 

유 감이 생기고, 비기독교사로서 공 지식을 실습

해 보는 좋은 경험이라고 정 으로 말하고 있다. 

한, 신앙 인 측면에서, 신앙을 체험하고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 보는 좋은 기회 다고 말하고 있다. 한, 최윤

희(2013)는 비 기독 어교사인 어교육과 학생이 해

외 교환학생 기간 동안 공 사학습의 일환으로 한국 

등학생들 상의 어성경캠  교재를 개발하고 직

 가르치면서, 기독 어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정립되

는 데 정 인 향을 끼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에 언 된 연구결과들은 

사범 계열 공 학생인 비 교사들이 지역사회 복지

센터  소외된 지역의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의 공지

식  재능을 기부하며 사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이 그 

사를 받은 상자뿐만 아니라, 사활동에 참여한 학

생들의 성장에 매우 정 인 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대상 교회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 한 사립 학의 어교육과 2

학년에 재학 인 학생 여섯 명이 참가하 다. 이들은 

본 연구자들의 지도하에, 서울 강동지역의 한 교회와 

악 지역의 한 교회 주일학교 등부에 제공할 어성

경학습 교재를 제작하는 로젝트에 참여하 다. 참여

한 학생들은 여학생 세 명과 남학생 세 명으로 구성되

어 있었으며, 기독교인인 어를 공하는 학생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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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교사가 되는 것에 심이 많았으나, 아직 2학년으

로 어교육 련 공과목을 많이 수강하지는 않은 상

황이 다. 제작한 교재를 용한 교회에 한 기본정보

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영어성경학습 교재를 적용한 교회의 기본정보 
이름 지역 등부 학생 수 출석 교인 수 

P 교회 강동 17 명 약 250여명 
S 교회 관악 12 명 약 400여명

한, 본 어성경학습 교재를 사용해서 직  가르쳤

던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본 교재를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 지 알아보기 해, P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두 

명, 그리고 S교회 교사 한 명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다. 세 교사  한 명은 서울 소재 형병원에서 십년간 

근무했던 간호사이고,  한 명은 학에서 교육공학 

공으로 석사학 를 가진 교사 으며, 나머지 한 명은 

학과 학원에서 각각 사회학과 신학을 공한 등

부 도사이자 주일학교 교사 다. 이 세 명의 주일학

교 교사들은 모두 체로 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

며, 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2. 연구 절차,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 

비 기독 어교사1들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어성

경학습 교재들을 수집하여, 그 교재의 목 과 구성, 성

경학습  어 교육  지원 측면의 장, 단 , 편집  

디자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살펴본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의 지도하에 본 연구의 목 에 맞

는 교육과정과 교수요목(syllabus)을 개발하 고, 교수

요목에 맞춰 4주간의 단원의 틀(lesson format)과 교수

학습 지도안(lesson plan)을 작성하 다. 어성경학습 

교재 개발 과정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의 첫 번

째 연구 결과에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어성경학습 교재를 개발

한 후, 같은 해 9월부터 10월에 걸쳐 4주 동안 의 두 

1) 본 연구에서 ‘ 비 기독 어교사’란 어교육 공자  종교를 기독

교로 가지고 있는 자로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비 기독

어교사로 지칭함.  

교회 등부 주일학교에서 어성경학습 교재로 용

하 다. 본 교재가 용되는 동안 교재를 개발한 비 

기독 어교사들은 개발하는 동안, 는 후에 느낀  

등에 한 성찰 일지를 작성하 고, 기독 어교사로의 

문성 즉, 성경을 어로 가르치는 문성 향상과 본 

연구 참여가 어떠한 련이 있는지를 으로 심층인

터뷰에 참여하 다. 이러한 인터뷰  성찰일기의 내용

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근

거 이론  근 방법에 따른 내용분석을 통해 주요한 

내용들을 분석  도출하 다[4][13]. 이와 더불어, 본 

교재를 사용하여 직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들과도 

그들이 교재를 사용하면서 느낀 과 앞으로 더 나은 

어성경학습 교재를 한 제안을 심으로 심층인터

뷰를 실시하 고, 인터뷰 내용은 사하여 내용분석의 

과정을 통해 주요 이슈들을 분석  도출하 다. 이러

한 질  분석 방법의 주 성을 배제하고 한계를 극복하

고자, 인터뷰 했던 참가자들에게 도출된 주요 이슈들을 

다시 재확인(member-checking)하여 그들의 의견이 맞

는지를 검증하 다. 

Ⅳ. 연구 결과

1. 영어성경학습 교재 개발 과정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어성경학습 교

재는 두 명의 어교육 공 교수인 본 연구자들과 여

섯 명의 어교육과 학생들이 총 7주차에 걸쳐 제작하

다. 1주차에는 교수들이 진행될 로젝트의 취지와 

방향성에 해 간략하게 소개하 고, 기존 어성경학

습 교재에 해 학생들과 교수들의 경험  생각을 자

유롭게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토의에서 제시

된 의견들을 토 로 학생들은 다양한 어성경학습 교

재들을 조사한 후 그들을 분석  평가하 다. 2주차에

는 학생들이 선택했던 어성경학습 교재의 분석결과

를 발표하 고, 이 결과들을 토 로 본 연구에서 제작 

할 어성경학습 교재에 한 목 과 용 상을 설정

하 다. 한 교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한 기

본 인 틀을 잡기 해 인스토 을 하 다.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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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활동 내용

1주

-지도 교수의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및 간략한 설명
-교수들과 학생들은 영어성경교재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
게 제시함

-학생들은 현재 사용 중인 성경교재를 선택하여 장, 단점과 특징 
등을 분석하기로 함

2주
-학생들은 각자 맡았던 교재의 분석 결과를 발표
-영어성경학습 교재의 기본 방향 토의
-교재의 목적, 목표를 설정하고 교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브
레인스토밍

3주

-학생들은 각자 파트너를 정해 팀을 나눔
-팀별로 한 단원씩 구체적인 세부 주제 및 목표를 설정함
-각 단원에 맞는 성경구절에 대하여 토의하고 핵심 구절   을 선
정함.

-단원에서 다루게 될 영어 문법과, 단어 등을 토의
-간략한 학습활동에 관해 토의함

4주 -교수들은 팀별로 구성해온 단원에 관련하여 피드백 줌

-학생들은 서로 학습활동에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주고받음
-실제적으로 교재에 사용될 문법과 영어 단어, 주요 활동 등을 
선별함

5주 -학생들은 각각 팀별로 실제적인 1차 교재 시안을 구상함
6주 -지도 교수들은 1차 교재시안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할 점을 

제시함 
7주 -학생들은 1차 교재시안의 오류와 보완점을 수정 및 보완

-각 단원의 디자인과 내용을 통일된 틀로 수정함

에는 학생들이 두 명씩을 을 구성하 고, 별로 한 

단원씩을 맡아 그 주제  목표를 설정하 다. 학생들

은 인터넷과 시 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경 어 리 이

션 등을 이용하여 교재의 용 상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토의하

고, 주제와 목표에 히 사용될 수 있는 어성경구

을 논의하 다. 다음으로 어성경구 과 주제의 이

해를 도울 수 있는 어 교육  측면에 하여 의견을 

나 고 용 상의 수 을 고려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어 문법과 어 단어들을 다양하게 제시하 다. 한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 목표를 감안할 때 각 단원에 포

함할 효과 인 학습활동은 무엇이 있는지에 하여 자

유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인스토 을 하 다. 4

주차에는 학생들이 별로 설정한 주제  목표와 각 

단원의 구성을 정리하여 발표하 고, 본 연구자들이자 

지도교수들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

을 제시하 다. 학생들은 각 단원에 포함할 어 문법

과 어 단어들을 선별하고, 학습활동에 하여 구체

인 틀을 구성하 다. 5주차에는 학생들이 교재의 시안

을 1차 으로 구상하 다. 학생들은 교재의 분량  구

성단계 등을 정하고 그에 알맞은 내용을 교재에 배치하

다. 6주차에는 교수들이 만들어진 어성경 교재의 1

차 시안을 검토하 고, 교재의 오류와 수정  보완되

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 다. 7주차에는 학생들이 어

성경학습 교재의 1차 시안을 수정  보완하고, 교재의 

디자인과 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 다. 

표 3. 영어성경학습 교재 개발 과정 

 

 각 주의 주제는 아래 [표 4]에 나타나있듯이, 학생

들의 심  흥미와 련이 있는 뒷담화(gossip), 감정

(emotion), 계(relationship), 학업(school work)으로 

구성되었다. 각 단원의 첫 페이지는 학습목표, 기도, 찬

송으로 구성되었고, 성경 본문을 배우기  읽기  활

동(Before You Read)으로는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

기 해 동 상 시청이나, 간단한 인스토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본문 읽기 부분(Weekly Bible 

Verses)에서는 주제에 맞는 성경 본문을 어 그 로 

제시하고 바로 에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어 단어 

 숙어의 의미를 제시하 다. 읽기 후 활동(After You 

Read)에는 본문에서 읽은 내용에 한 이해를 간단히 

확인하는 질문과 단어  숙어 표 을 복습하는 활동으

로 이루어 졌고, 이어서 본문 내용을 생활에 용해 보

는 용하기(Application)활동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

로 되돌아보기(Reflection) 활동에서 학습 한 내용을 다

시 정리하고 마침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교재가 구

성되었다. 제작된 교재의 일부분은 부록1과 2에 제시되

어있다. 

표 4. 개발 된 영어성경학습 교재 단원의 주제 및 구성
주제 구성

뒷담화
감정
관계
학업

1. 레슨 제목, 학습 목표, 기도, 찬송
2. 읽기 전 활동 (Before You Read)
3. 성경 본문 (Weekly Bible Verses)
4. 읽기 후 활동 (After You Read)
5. 적용하기 (Application)
6. 되돌아보기 (Reflection)
7. 마침기도 (Closing Prayer)

 

2. 영어성경학습 교재 개발 경험에 대한 예비기독
영어교사의 인식
어성경학습 교재 개발에 참여했던 비 기독 어

교사들과의 심층인터뷰  성찰 일지를 내용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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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출된 주요 이슈들은 본 교재 개발 경험에 한 

정 인 측면, 다소 아쉬웠던 측면과 앞으로의 어성경

학습 교재 개발 로젝트에 한 제안으로 분류하여 제

시하 다. 

2.1 예비 기독영어교사들이 바라본 영어성경학습 교
재 개발의 긍정적인 측면

본 연구에 참여했던 비 기독 어교사들은 어성

경학습 교재 개발에 참여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본 로젝트의 참여가 정 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첫째, 비 어교사로서 교재 개발에 참여했다는 

에서 자신의 교재 개발  수업 지도안 작성 등의 

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비 어교사들의 교재 개발, 교재 평가  좋은 교재 

선정 등의 문성 향상에 조 이나마 도움이 되었고 자

신감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는 참여 학생들의 

심층 인터뷰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이번 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교재 구성과 좋

은 교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강의들 수강하면서 제가 제 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수업 지도안도 잘 짜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정

OO 학생과의 인터뷰) 

둘째, 참여 학생들은 본 로젝트에 참여하여 미 자

립 교회나 소규모 교회에 조 이나마 도움을  수 있

었다는 에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래 

부분은 한 학생의 일지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한 교재가 만들어 지는데, 이 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 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제작 과

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 자립 교회를 상으

로 한 어성경학습 교재 만들기에 참여한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비 기독 어교사로서 아

이들의 수 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어떤 콘텐츠가 

학습에 유리하며, 효과 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

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김OO 학생 일지)

 김OO 학생이 일지에서 표 하고 있듯이, 학생들

은 본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과 완성 후에 공 지식을 

통해 사를 했다는 에서 보람과 뿌듯함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살펴보았듯이, 참여 학생들은 

어교사로서의 교재 개발  지도안 작성 측면에서 

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비 기독 어교사로서 

공지식을 통한 사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한 

교재 개발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한 교재 개발을 

함으로써 정의 인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2 영어성경학습 교재 개발의 아쉬웠던 측면
 첫째, 참여 학생들은 성경  기독교교육과 어교

육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균형 잡힌 교재를 

제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OO 학생은 자신의 성찰 일지에서 “ 어공부와 성경

공부 둘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균형을 잡기에 쉽지

가 않았다”라고 보고하 다. 둘째, 연구 참여자인 학생

들은 어성경학습 교재를 개발하는데 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을 지 하고 있다. 김OO 학생은 “아무래

도 어 교육에 한 문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학습 

활동들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더 교육

인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보고하고 있

다. 한 조OO 학생도 본인들이 기독교인이지만, 성경 

문가가 아니라서 교재를 개발할 때 필요한 내용 선정 

시 성경 구  해석  실생활 응용에 한 확신  자신

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교재 개발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교재를 직  가르치는 

교수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을 아쉽게 인식하고 있

었다. 다음은 한 학생과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 희가 이번에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좋았는데, 

직  가르쳐 보지 못했던 것이 무 아쉬워요. 실제 

실의 학생들은 우리가 개발한 주제, 활동들을 좋

아하는지 궁 도 하고요. 직  개발한 것을 사용해

서 가르쳐도 보아야 희가 잘 만든 것인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OO 학

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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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젝트는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이었으나, 학생들은 교재 개발 후 직  교사로서 가르

치면서 학생들의 반응과 학습 과정을 보고 피드백을 얻

는 것이 비 기독 어교사로서의 문성을 향상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었듯이[2][10], 

비교사들에게 공 사학습 장 참여는 그들의 공

학습에 도움을 주고, 정의  측면에서도 정 인 향

을 끼친다는 결과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인다. 

 

그림 1. 영어성경학습 교재 개발 참여 경험에 대한 예비 기
독영어교사의 인식

에서 살펴본 어 성경교재 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비 기독 어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그

림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3. 영어성경학습 교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본 교사들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역시 본 교재의 장

, 교재의 미흡한 , 앞으로의 교재 개발에 한 제안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교재의 장 으로는 각 단원의 주제  소재가 

학생들의 실생활에 하게 연 되어 있어 학생들의 

심과 흥미를 끌기에 좋았다는 이다.

“네 번의 단원이 각각 ‘뒷담화(gossip), 감정

(emotion), 계(relationship), 학업(schoolwork)'으

로 나눠서 제작되어 있어서, 이러한 주제들이 학생

들의 심사와 한 련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OO교사

와의 인터뷰)

김OO교사가 말했듯이, 본 교재의 주제 선정이 학습

자의 심과 요구에 잘 부합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동안 묵상 방식의 교재를 통해 공부했던 학생들에게 새

롭고 신선한 내용을 달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정 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요 부분에 어떠한 식으로 한 단원이 개되는 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체 인 윤곽(outline) 제시가 좋았고, 

첫 활동이 학습자의 동기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정 인 면과 더불어 본 교재에서 부족했던 

도 인터뷰를 통해 많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어성

경학습 교재의 목 이 성경교육인지, 어교육인지, 

학생들의 인성교육인지, 목 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이 나타났다. 

“학습목표 제시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학습 목표 

1번은 성경 본문이고 2번은 갑자기 어 구문에 

한 것 를 들면 ‘might의 용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안다‘라고 나오니까 통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

어요. 그리고 3번은 실생활에 용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어 있고요. 이러한 세 가지의 목표가 일 성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OO교사와의 인터뷰)

한, 박OO교사는 교육공학 공자로서 교재 개발에

서는 Keller의 ARCS(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이론에 입각하여 제작하여야 하는데, 처음 

동기 유발 단계와 ‘Before you read' 단계는 좋았으나, 

그 후속 활동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음을 아쉽게 여기

고 있었다. 둘째, 본 교재는 어로 진행되도록 개발되

어서, 교사가 어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어로 답하

여야 하는데, 학생들이 어로 답하는 데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참여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경향을 

보 다는 이라고 지 하 다. 학생들은 래 집단

의 향을 시하여, 자신이 어를 좋아하고 답할 

수 있어도 래들을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그래서 어로 답하는 것 보다는 어 성경 구 을 

읽는 활동에 학생들이 더 극 으로 참여하 다고 

답하 다. 셋째, 성경 본문에 한 설명이 충분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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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지 하 다. S교회의 교역자이자 주일학교 

교사인 홍OO 교사는 “성경학습이 제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성경 본문에 한 충분한 설명이 필수 이

다.”라고 언 하면서, 본 교재의 성경 교육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각 단원 별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 

 성경 구 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 으로 한 두 개의 

선택된 본문을 제시하여 교역자의 설교를 통해 본문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 다. 한, 개발된 

교재가 별도의 학습 시간으로 운 되는 것보다는 모든 

배의 순서와 결합된 입체  로그램으로 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 다. 

본 교재를 사용해서 가르쳤던 교사들은 의 장   

부족한 과 더불어서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 다. 첫

째, 교재의 후속 자료를 개발하여, 교회 , 고등부 체 

분반 공부의 교재로 사용하기 보다는 , 고등부의 소

그룹 리더 훈련용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소

규모로 실시한다면 더욱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재

가 될 것으로 제안하 다. 둘째, 본 교재 제작에 참여했

던 비 어교사들도 제안하 듯이, 성경 문가, 교재 

개발 문가, 어교육 문가 등 각 분야의 문가들

이 함께 모여 개발하는 것이 성경 내용 측면과 교재 개

발 측면에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제안하 다. 셋째, 상 학생들의 

어 수 에 맞게 수 별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학생들

의 성경학습 시 활동에 참여를 높이는 방법일 것이라도 

제안하 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비 기독 어교사들이 공 사학습

의 일환으로, 지도교수들의 지도하에,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어성경학습 교재를 개발하

여 실제 교육상황에 용했다. 그 후, 비 어교사들

과 주일학교 교사들의 교재에 한 인식을 조사해 으

로써, 향후 어성경학습 교재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교재를 교육 장에 용해 본 주일학교 교사들

은 교재의 소재가 학생들의 실생활과 하게 연 되

어 있는 을 정 으로 평가한 반면, 성경교육과 

어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간의 통일감과 학습활동 연계

의 자연스러움 측면에 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

다. 마지막으로, 비 기독 어교사들은 공 사학습 

과정이 공인 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물론, 교회의 필요에 부응한다는 보

람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교육과 어교육 목표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해서는 비 어교사도 

주일학교 교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드러

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서 본 교재를 개

발할 당시 성경이라는 콘텐츠에 맞는 언어  학습 목표

를 좀 더 신 히 고려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향후 비 기독 어교사 교육 

 련 연구 방향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

째, 공 사학습으로 인한 비 기독 어교사들의 보

람과 문성 신장 효과가 정 으로 나타난 만큼, 이

러한 교학  산학 력의 기회가 더 확 되었으면 한

다. 둘째, 어성경학습 교재 개발  용 시에 성경교

육에 한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도움

이 될 한 어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이 과정에는 성경  신학 문가와 어교육 

문가의 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셋째, 교재개발의 

문성 신장에 을 둔 비 어교사 훈련과정을 강

화해야 한다. 넷째, 후속 연구 시 비 어교사들이 직

 가르쳐보는 교육 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후속 연구 시에는 좀 더 많은 교육 장과 학생들

을 상으로 한 학기 는 일 년 이상의 교재 용 기간

을 거쳐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

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어성경학

습 교재를 분석하는 을 확장하여, 내용에 바탕을 

둔 교수법(Content Based Instruction)과 특수목 어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의 에서도 어성

경학습 교재를 분석하여 폭넓은 어교육  기반 에

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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