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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의 영어 다독 지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D 광역시에 소재한 두 개의 인
문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본 연구자가 영어 다독에 대한 소개와 수준별 읽기 도서를 고등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한 후, 영어 다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가 확대됨에 따라 영어교사들의 영어 다독 수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영어 다독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 35명은 영어 
다독에 대한 안내 및 체험 후, 다독 중심의 영어 독해 공부를 시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91.4%). 
도움이 된 다독 체험 요소로는 ‘다섯 손가락 원칙’과 ‘수준별 도서 목록’을 들었다. 영어교사들과 이루어진 인터
뷰에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영어 다독 수업 모형에 대한 개발 요구를 피력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는 수행평가 중심의 영어 다독 수업과 더불어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도서
관 활용 다독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 중심어 :∣고등학교 영어교육∣영어 다독∣수업 모형∣자유학기제∣수행 평가∣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English extensive reading (ER) after 
introducing ER to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n a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as the free semester 
system was expanded in high schools as well as middle schools, we developed a class model for 
English extensive reading. 91.4 percent of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said that they 
wanted to try using the English extensive reading method. Also 35 high school students who 
experienced English extensive reading chose the ‘Five Finger rule’ and ‘Graded Readers’ Series’ as the 
most helpful factors in their extensive reading experiences. In interviews with English teachers, 
teachers expressed their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a model of English extensive reading suitable 
for free semesters in general high schools. This study proposes an English extensive reading class 
model utilizing library resources that can be used in the free semester system as well as a performance 
assessment-oriented English extensive reading class model.

■ keyword :∣English Education in High School∣English Extensive Reading (ER)∣Class Model∣Free Semester 
System∣Performanc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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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다독(Extensive Reading)은 많이 읽는 것, 의미 중
심으로 읽는 것[1], 즐거운 읽기[2] 혹은 자유롭고 자발
적인 읽기(free voluntary reading)[3]로 정의되고 있
다. 기존에는 한국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어 다독 도입의 
필요성과 다독의 중요성이 주로 하향식(Top-down)으
로 이루어 졌다면[1-5], 최근에는 영어교사 스스로 입
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영문학 및 영미 문화를 활
용한 ‘내용 중심의 영어 읽기’인 다독을 수업에 적용하
고자 하는 움직임이 상향식(Bottom-up)으로 진행되고 
있고[6], 이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7]. 

여기에 영어 다독이 우리의 공교육에서 실현될 장을 
더욱 확고히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자유학기제이다. 그 
간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던 것이 전면 시행, 이제 고
등학교에까지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8]. ‘평
가를 지양’하고 ‘실습·토론 중심의 수업 모형 확산’을 중
시하는 자유학기제의 영어수업 진행 방안으로 영어교
사들이 영어 다독 수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영어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영어 다독 
수업 모형’을 다 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서 
본 연구자가 속한 D 광역시에 소재한 두 개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영어 다독에 대한 소개와 수준별 
읽기 도서를 고등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한 후, 영어 
다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설문 조사하였
다. 본 연구의 주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고등학생들은 영어 다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
며, 영어 다독의 어떤 요소가 학생들에게 호응도
가 높은가?

2)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영어 다독 수업 모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영어교사들은 영어 다독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과 요구사항을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고등학교에서의 영어 다독 수업
다독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많이 읽는 것, 

광범위하게 읽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세계다독학회
[9]와 한국영어다독학회[10]에서 정의한 독서의 수준
(단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 영어 읽기의 단계[10]

고등학교에서의 ‘영어 다독 수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어 다독을 활용한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
어져 왔으며[11][12], 대학 교양 및 전공 강의에서 ‘영
어 다독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가 최근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다[13][14]. 그 간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영어 다독 연구가 학습자 문학 및 다독의 중요성과 효
과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15][16],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다독 활용 영어수업 사례나 모
형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함과 더불어, 영어 다독 수업
을 공교육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다양한 사례와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인문계 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의 다독에 
대한 고민과 요구사항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다음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영어 다독 수업 모형을 스스로 고
안하여 주 1회씩 진행하고 있는 I 광역시 Y 교사의 인
터뷰이다[6]. 

우리 영어교사들의 영어수업이 학생들의 입시 준비만
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사 스스로가 자괴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수업 철학과 방향이 없다면 매
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에 대한 자신만의 답
을 찾기 위해서 젊은 교사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방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중략) 학생들을 설득하여 
평생 즐겁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인 ‘문학을 활
용한 영어 다독 수업’을 주당 한 번씩 실시할 수 있었
습니다. 학교의 영어과 예산을 쪼개어 영어도서관을 
만들고 ‘같은 책 읽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
는 The Hundred Dresses라는 책을 모든 학생이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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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이 읽고, 수업 시간에도 해당 문학작품을 활용한 다
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문학을 통한 영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적인 체험을 하고, 감성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
사 Y1)

이와 같은 영어교사들의 다독에 관한 목소리와 현장
의 진행 상황을 본 연구에 함께 포함하고자 한다.

  
2. 자유학기제와 영어 다독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는 한 학기간(혹은 1년
간)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고사를 치르지 않고 자유롭
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이나 유럽
의 ‘갭 이어(Gap year)’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라면,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는 모든 중학교 교육과정
에서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2013년
에 중학교에서 시범 실시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016년부터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됐으며, 
2018년에는 자유‘학년’제를 1,500여 곳의 중학교(전체 
중학교중 46%)에서 실시하였다[17]. 

자유학기제의 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수업과 자
유학기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오전에는 주로 국, 영, 
수, 사, 과 등의 교과수업이 이루어진다. 자유학기제의 
수업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토론, 실험·실습, 프
로젝트 학습 등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권장된다. 평가 또한 과정중심 평
가, 관찰평가, 자기성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평
가 등을 통한 직접식 평가로 이루어진다[17].

이러한 이유로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동안의 영어수업 진행 및 평가에 적합한 새로운 수업 
모형을 찾고 있다. 그 중, 많은 관심을 받는 교수법 중 
하나가 바로 ‘영어 다독’이다. 다독은 책이 있는 공간인 
영어 전용 교실의 영어 도서코너와[18]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영어도서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그 외 동
일 도서를 학급 전원이 함께 읽는 ‘같은 책 읽기’ 활동을 
위해, 한 학년 혹은 한 학급에서 같은 영어도서를 준비
하여 영어 다독 활동을 할 수도 있다[6].

이러한 배경으로 도서관을 활용한 영어 다독 활동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더욱 증가추세에 있는 자
유학기제에서 시행 가능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사

서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한다[19]. 
학교 사서 교사들의 80.15%가 ‘도서관을 활용한 자유
학기제 활동’이 가장 유력한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일 
것이라고 답했다. 

영어교육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은 국내외 공공도
서관 및 영어도서관 등에서 학생의 영어 문식성 발달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례를 다룬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20][21]. 자유학기제의 확대 실시를 계기로 ‘학교도서
관을 활용한 영어1 다독 교육’이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 
및 시행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참여자
(1) 설문조사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주제인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영어 다독에 대한 인식 및 다독 체험 요소에 대한 의견’
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 2학기에 D 광역시의 B고등
학교와 C고등학교 두 학교의 학생 총 35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참여 고등학생의 배경은 [표 1]
과 같다.

 
(2) 다독 수업 모형 관련 사례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주제인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영어 다독 수업 모형 연구 및 영어교사들의 의
견 및 사례’는 2018년에 본 연구자가 해당 고등학교의 
‘영어 다독 연구를 위한 교사커뮤니티’에 멘토로 참여한 
바 있는 D 광역시 G고등학교 교사 5인[그림 3]과 또 
다른 D 광역시의 시․도 교육청 단위의 ‘영어 다독 교사 
연구회’의 대표인 S 교사이다. 그 외 2019년 D 광역시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4 43.8
여 18 56.3

학년 1학년 18 51.4
2학년 17 48.6

희망
진로

인문 15 42.9
어학(영어) 4 11.4

이공계 7 20.0
기타 9 25.7

합계 35 100.0

표 1. 참여 고등학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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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수행평가 자료를 사례로 제
시하였으며, 도서관 활용 수업 모형은 연구자가 진행한 
고등학교 대상 강의를 바탕으로 정리․제시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1) 설문조사 
본 연구의 첫 번째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문항은 다

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영역 문항
이전의 

영어 독해 
인식

영어독해(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독 중심의 영어 독해 공부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나요?  

영어 다독
수업 체험

이전
다독 인식

본 체험이전에, 다독 중심의 영어 독해 공부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본 체험이전에, 다독 중심의 영어 독해 공부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다독 중심의 영어 독해 공부를 시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나
요?

영어 다독
수업 체험 

이후
다독 인식

오늘 접하게 된 영어 다독에 관한 안내가 도움이 되었나요?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다독을 해보고 싶은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자신의 영어 독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2. 설문 문항 구성 

응답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주어진 문항에 대해 4점 
척도에 표시하였다. 그 외 영어 다독 체험 전․후의 학생
들의 인식 변화와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영어 
다독 요소와 자신의 다독 수준 등에 표시하도록 하였
다. 35명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설문 응답은 
SPSS 22.0버전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다중 응답 분
석 문항을 포함해 모두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다독 연구 현황 및 수업 모형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주제인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영어 다독 수업 모형 및 사례’는 학교 현장 방문
을 통한 연구 활동 관찰 및 이메일 교환, 인터뷰, 수행
평가 자료 수집, 지도안 작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1. 학생 설문 결과
본 영어 다독 체험 이전에 학생들에게 ‘영어 독해의 

중요성’을 물은 결과는 [표 3]과 같다. 다양한 진로를 생

각하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었지만, 영어 독해의 중요
성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문항 예 아니오 합계
영어독해가 중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34
(100)

0
(0)

34
(100%)

표 3. 영어 독해 중요성에 대한 인식

기존의 영어 독해 방법인 ‘정독 중심의 영어 독해’의 
효과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이 75.2%의 학생이 긍정적
으로 대답하였다.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정독 중심의 영어 독해 공
부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
나요?  

0
(0)

6
(17.1)

25
(71.4)

3
(3.8)

표 4. 정독 중심의 영어 독해 수업에 대한 인식

응답자수(%)/전체34(100%)

본 영어 다독 수업 체험 이전에 ‘다독’이란 용어를 들
어 본 적이 없다는 학생들이 62.9%에 달했다. 수업을 
체험한 후, 이 전에 다독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학생
이 54.3%로, 다독의 일부 요소를 경험한 비율이 절반 
이상 되었다. 다독 중심의 영어 독해 공부 시도 희망에 
대해서는 91.4%의 학생이 적극적 의사를 표명했다.

문항 전혀
없다 없다 있다 매우

있다
다독 중심의 영어 독해 공
부를 들어 본 적이 있나
요?

2
(5.7)

20
(57.1)

11
(31.4)

2
(5.7)

다독 중심의 영어 독해 공
부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요?

4
(11.4)

12
(34.3)

15
(42.9)

4
(11.4)

다독 중심의 영어 독해 공
부를 시도해 보고 싶은 생
각이 있나요?

2
(5.7)

1
(2.9)

28
(80.0)

4
(11.4)

표 5. 영어 다독 수업 체험 이전 다독 인식

응답자수(%)/전체35(100%)

본 영어 다독 수업 체험 후, 94.1%의 학생이 영어 다
독이 효과적이라고 느꼈다고 보고했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오늘 접하게 된 영어 다
독에 관한 안내가 도움이 
되었나요?

12
(35.3)

20
(58.8)

1
(2.9)

1
(2.9)

표 6. 영어 다독 소개가 도움이 된 정도 

응답자수(%)/전체34(100%)

영어 다독의 요소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요소를 
고르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수준별 도서(Graded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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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와 자신에게 맞는 책의 수준을 선택하는 방법인 
‘다섯 손가락 원칙’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문항 수준별
도서 i-1

다섯
손가락 
원칙

나의 
독서 
단계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
은 무엇인가요?

12
(35.3)

5
(14.7)

12
(35.3)

5
(14.7)

표 7. 가장 유용한 영어 다독 요소

응답자수(%)/전체34(100%)

관심 있는 영어 다독 주제로는 많은 출판사에서 주로 
다루어 왔던 세계명작의 수준별 도서보다는 오히려, 추
리소설이나 현대소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문항 세계
명작

현대 
소설

추리
소설

환타지
소설

다독을 해보고 싶은 주제
는 어떤 주제인가요?

4
(11.4)

6
(17.1)

12
(34.3)

2
(5.7)

표  8. 관심 영어 다독 주제(장르)  

응답자수(%)/전체24(100%)

[그림 1] 을 활용하여 영어 읽기의 단계[10]를 설명한 
후, 각자의 영어 독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표 9]와 
같이 답했다. ‘고통스러운 읽기 단계’에 표시한 학생이 
8.6%인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어
느 정도 영어에 흥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항 
고통

스러운 
읽기

정독
다독

다독 
초보 

즐거운 
읽기

빠른 
읽기

자신의 영어 독서 수
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
(8.6)

5
(14.3)

11
(31.4)

3
(8.6)

1
(4.3)

표 9. 자신의 영어 독서 수준(단계)  

응답자수(%)/전체23(100%)

2. 영어교사 인터뷰 결과
고등학생들이 가지는 영어 다독에 대한 정량적 설문

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영어 다독 교사커뮤니티’ 등 교사들
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영어 다독을 공교육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매뉴얼 제작 및 보급이 필요합니다. (교사 S)

자유학기제가 고등학교에도 확대실시된다고 하는데, 

이를 대비한 영어 다독 수업 모형이 제공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교사 Y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에 따른 영어 다
독 수업’ 모형이 제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 K)

영어 다독 수업 진행 시, 학생 각자에게 맞는 도서 선
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서 선정 방법이 궁금합니
다. 또한, 해당 레벨의 도서를 읽을 만한지, 스스로 어
휘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무료 사이트가 있는지요? 
(교사 I)

3. 영어 다독 수행평가 학생 사례
영어 다독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

화를 돕기 위해 ‘평가’를 활용하는 것[11]과 어느 정도
의 보상이 도움이 됨[21]이 연구에서 적시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는 수행평가를 활용하여 영어 다독을 수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9년 2학기에 실시
한 D 광역시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출한 영어 다
독 수행평가 결과지이다. [그림 2]의 사례에서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영어로 된 작품(소설, 수필)을 수업 시간 
외에 읽고, 마인드맵 형식으로 된 활동지를 수행평가 
시간에 적어서 내는 북 리포트 형식의 수행평가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2 . 영어 다독 수행평가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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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은 Mitch Albom의 The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을 읽고 첫 번째 수행평가인 마
인드맵 작성을 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독
서록을 작성하여 영어 교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의 영어 
다독 활동을 하였다.

1) Why did I try to read this book?
  This book was easy to read because it doesn’t 
have too many words and those words were not 
different to  me. It is about a hero, Eddies’s life. 
The book connotates the meaning that we are 
interwined in pain and conflict in this world. 
However we are deeply interconnected. 

2) What did I learn and aware after reading this 
book?
  I thought I should live more meaningfully so 
that I can do my role as a person of the world. (중
략) Someone interpreted this book as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4. 영어 다독 교사 커뮤니티 사례
영어 다독에 대한 중등 교사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연구 모임은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은 D 광역시 G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이 만든 ‘영어 다독 연구를 위한 교사커뮤니티’이
다. 본 연구자가 방문하여 영어 다독의 이론과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세계다독학회(ER 
foundation: Extensive Reading foundation)와 한국
영어다독학회(KEERA: Korean English Extensive 
Reading Association)에서 발간한 영어 다독 매뉴얼을 
무료로 배부하며, 영어 다독에 대한 실천을 돕고 있다.

그림 3 . 영어 다독 연구를 위한 교사커뮤니티

이러한 영어 다독 연구를 위한 교사커뮤니티는 각 학
교급뿐 아니라, 지역 혹은 광역시 교육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5. 도서관 활용 영어 다독 수업 모형 제시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도

서관 활용 영어 다독 수업 모형’을 [표 10]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위 [표 10]은 현장의 영어 교사들에게 ‘영어다독 활용 
고등학교 수업적용’ 안내를 돕기 위해, 지도안(약안)으

단원명 Unit 10. What makes you happy? 차시 6/8

학습 
목표

1. Students can get information through books and 
internet in library.
2. Students can present about 'happiness' in a group.

학습 
모형

도서관 
모둠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학습
자료 교사 학생

도입

Greetings

Showing
Objectives

Motivation

Hi, everyone.

Today, we'll study 
in the library. 
Therefore, we can 
use books.

 
Look and listen 

the MV and fill in 
the cloze test.

Hello, Ms. Jeon.

Listen and think 
about today's teaching 
objectives.

Watch the MV 
and fill in blanks.

5'
Book
list
 

Music
Video

전개

Pop-quiz

Book
Searching

Check 
the 

answers
'word order'

Interview
[Group 
Activity]

Now, let's get 
our books off the 
shelves and find 
the answers.

Make students 
think about the 
meaning of 
happiness.

Ask for their the 
answers.

Explain the 
structure using 
movies.

Let students tell 
the author’s opinion 
about happiness 
through interviews 
to others.

Fill in the blanks 
searching books in 
the library.

Students guess 
and find the 
answers.

  
Answer the 

questions.

Watch the movie 
and find the rule of 
word order.

Participate the 
interviews and 
guess the author’s 
opinions.

45'

Books

Work
sheet

4 
Movie 
Capt
ures

chair 
in 

front

정리

Formative 
test

Assignment

Saying 
Good-bye

Ask some words.

Next Class, we'll 
survey 'How happy 
you are' and solve 
the questionnaire.

Good-job

Answer the 
questions.

Open the book 
and confirm the 
assignment.

Thanks a million.

5' PPT

표 10. 도서관 활용 영어 다독 수업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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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였다. 본 수업모형은 일반 교실이 아닌 학교
도서관 혹은 영어도서가 구비된 영어도서관을 수업 장
소로 하여, 연구자가 학생들과 함께 본 수업모형으로 
영어 수업을 파일럿으로 진행하였다. 

본 모형은 두 가지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사가 
제공해 준 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도서관에서 직접 해
당 책들을 찾아가며, ‘행복에 대한 정의’를 찾는 수업 활
동이 본 다독 수업 모형의 첫 번째 활동이다. 자신이 읽
은 책의 주인공이 되어 ‘행복의 정의’에 대해 독자와 인
터뷰를 하는 것이 두 번째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
해 ‘행복이란?’에 답을 찾기 위해 각자 책을 선정해서 
읽은 후, 교사가 준비한 다독 활동지를 채우고, 인터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영어 다독과 수업 활동을 연결한
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구자가 고등학생들을 직접 만나, 한국의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영어 다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
지며, 영어 다독의 어떤 요소가 효과적이라고 느끼는지
에 대해 영어 다독에 대한 안내와 체험을 하게 한 후 설
문조사를 통해 그 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영어교사들
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영어 다
독 수업 모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영어 다독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D 광역시에 소재한 두 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영어다독학회에서 제공하는 
‘영어 읽기 수준 안내[그림 1]’ 및 영어 다독 매뉴얼 책
자를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배포하
고, 수준별 도서를 고등학생들이 직접 골라서 영어 다
독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영어 다독에 대한 소개와 수
준별 읽기 체험 후, 고등학생들의 영어 독해 및 다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 35명은 영어 다독에 대한 
안내 및 체험 후, 다독 중심의 영어 독해 공부를 시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의견을 90% 이상 표명했다. 
영어 다독의 요소로 ‘다섯 손가락 원칙’을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는데, 다섯 손가락 원칙은 자신에게 맞는 도서

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읽고자 하는 도서의 
한 페이지를 무작위로 편 후,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
가 나올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꼽는데, 다섯 개 정도
의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 적당하다는 원칙이다. 
다섯 개보다 많을 시는 너무 어려운 책이고, 모르는 단
어가 5개 미만일 때는 너무 쉬운 책일 수 있다는 이론
이다. 물론 다음 페이지에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새로운 
단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책을 읽다가 단어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책을 바꾸어 읽을 수도 있다. 

이외에 영어 모국어 화자가 아닌, 외국인을 위한 ‘수
준별 도서 목록’을 소개받았는데, 이 또한 매우 유용하
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외에 자신의 현재 수준보다 조
금 낮은 수준의 책을 고르라는 의미의 ‘ i-1’, [그림 1]
에 제공된 ‘읽기의 수준’ 등, 영어 다독의 요소에 흥미를 
가졌다. 

영어교사들과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자유학
기제에 활용 가능한 영어 다독 수업 모형에 대한 개발 
요구를 피력했을 뿐 아니라, 매뉴얼 요청 및 적정한 수
준의 영어 다독 도서 선정을 위한 어휘력 진단 도구를 
요청했다. 교사 중심의 자발적인 영어 다독에 대한 연
구 분위기(Bottom-up)는 학교 내 영어 다독 교사 커
뮤니티[그림 3]와 교육청 단위의 연구회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또한 고등학교에서 실제 이뤄
지고 있는 영어 다독 활용 수행평가의 사례를 제시하였
다. 이러한 정량, 정성적인 영어 다독에 대한 인식과 목
소리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영어 다독 
수업 모형을 약식 지도안(약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도서관을 활용한 영어 다독 수업 
모형’은 D 광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수행
한 바 있으나, 좀 더 정교화하여 다양한 지역의 많은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후의 효과성 분
석이 후속 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영어 다독에 관심을 보인 점과 
앞으로 자신들의 영어 공부에 영어 다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긍정적 태도를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앞으로 ‘고등학생들의 영어 다독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공교육 현장에서 영어 다독
을 통한 의미 있는 영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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