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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xp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learning opportunities for elementary students, this research 
introduces a method for using English language picture books to integrate ESD concepts into the English as Foreign 
Language (EFL) curriculum. An evaluation rubric was developed to help teachers, with limited ESD teaching expertise, 
to select high-quality picture books for teaching ESD concepts during EFL lessons. The rubric includes three key 
scales and six subscales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general quality of a picture book and for considering how 
effectively a book addresses ESD and EFL curriculum concepts. The validation process for developing the rubric 
included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a content validation process, as well as a reliability test involving 
evaluations with experts in the areas of children’s literature, ESD, and ELF. The rubric was revised and strengthened 
before being piloted to select high quality picture books with ESD-related contents, which were used to teach three 
EFL lessons to 24 fifth grade students. Students’ responses to assessments and classroom interactions during lessons 
were analyzed. Findings showed that using ESD related English language picture books promoted more opportunities 
for elementary students’ authentic and meaningful discussions about ESD concepts in the EFL classroom. The rubric 
provides elementary teachers with a valuable tool for selecting high quality English language picture books that can 
serve as resources for teaching both ESD concepts while improving students’ EF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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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은 새로운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을 생태학적 존재로 이해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교육과 정책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다(Sterling, 2008). The United Na-
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
nization(UNESCO, 2010)은 ESD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연구문헌에서 ‘The ESD Lens’라는 은

유적인 표현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looking with ESD eyes)’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onnett(2003)는 지속가

능성이 ‘마음의 틀(a frame of mind)’로 인식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때 마음의 틀이
란 인간 존재와 세계를 바라보는 인지적이고

개념적인 틀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추구하

는 방향임을 강조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단순한 학습 주제가 아닌, 세계를 보는 관점의
변화임을 주장한 것이다. 국내 연구(조우진, 
2012)에서도 어떤 상황과 대상을 바라볼 때 지
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세계
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형성도 의미한다(손
연아, 2013; 2015; 박태윤과 성정희, 2007; Wals, 
2009). 
이처럼 관점의 전환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

전교육은 교육 전반의 원리로서 적용되었을 때

효과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오늘날 인류가 직

면한 여러 문제들은 생태적 문제와 경제․사회

적 발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회를 살아갈 학생
들에게는 이러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모든 교과 교

육에 적용되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생태

학적 관점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는 의

문이다. 2010년 DESD(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중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 전반의

원리로 모든 교과에 적용되기보다는, 중․고등
학교 '환경' 교과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환
경 교과가 없는 초등 교육에서는 과학을 비롯

한 사회, 도덕 교과의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

전교육이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부분적인 학습
주제로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모든 초등 교과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제안된 바 있

지만(김호석, 최석진, 강상규, 2011), 실제 교육
과정상 전 교과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선경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에
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

한 실행 방안을 물었을 때에, 70.3%의 교사들
이 ‘교과목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
였으며, 재량활동 시간은 6.5%로 매우 낮았다. 
하지만 실제 실행 형태는 재량활동에서 행해지

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교과활동에서 실행

하는 경우는 환경교육학회 소속 교사의 경우를

제외하면 매우 낮았다(이선경 등, 2012). 이는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교과 수업에 적용되

어야 하지만, 재량활동에서 별도의 수업으로

구성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회성 수업

으로 그치기 쉬운 재량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 수업이 행해지는 것보다, 일상의 교과 수
업 속에서 스며들어 실행될 때에 효과는 더 높

을 것이다. 
특히 영어교과의 경우, 다루는 소재가 인간

의 생활과 사고의 표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

므로, 지속발전교육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양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UNESCO, 
2005)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 김호석, 최석진, 
강상규(2011)의 연구에서도 ‘2011년 개정 영어
교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핵심 개념의 관련 상

황’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들이 모
두 영어과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거
나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분석하여, 영어과
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교과
시간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

래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동시에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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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습하게 된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도, 영어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영어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는

것은, 맥락 있는 언어 학습을 강조하는 최근의
영어교육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그 효

과가 긍정적이다. 최근 연구자들은 언어 교

수․학습에서 사회적 흐름과 중요한 이슈가 맥

락으로 제공된 언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언어 학습에서 맥락이 주어질 때에, 학생들
의 문장 구성과 담화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고(Gillam, Gillam, Reece, 2012), 학습 동기
가 고취되며(Torun, 2008),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의 행동이 유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Cates, 1990). 이러한 견지
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는 '지속가능성' 관련 소재와 주제를 영어교과
에 도입하여 가르치는 것은 UN이 결의했던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이자 효과적인 언어 교

수․학습의 실행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 실천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비한 실정이

다. 물론 초등 교과 교육 내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

나, 그마저도 과학, 사회 및 실과 교과에 집중
되어 있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할 수 있

는 교과를 축소하여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류영주와 최지연, 2010; 정은홍, 2014; 최지
연 등, 2013). 
위와 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을 어렵

게 하는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교사들의 전문

성 부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선경(2006)의 연
구에 따르면, 응답 교사 중 87%가 지속가능발
전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수업실행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2010년 DESD 중간
평가의 ‘초․중등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프로
그램 실행의 어려움’을 묻는 설문에서도 교사
들은 ‘교사의 전문성 부족’을 여전히 어려움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선경 등, 2012).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이 꾸준한 교사 연수를 받는 것과 동시

에,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 개발 도구나 틀의 개발이 절

실하다. Chu & Son(2014)은 현재 교사들의 선
택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초․중․고 전
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속가
능발전교육이 한낱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초등 영어 수업 속

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영어 그

림책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이다. 
그림책은 학습 주제에 대한 감성적이고 인지적

인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Strehle, 1999),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에 비교적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Suzuki et al., 2015; Lazar & Offenberg, 2011). 
이러한 장점으로 과학 및 환경교육 분야(Tien 
& Wu, 2010)에서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Liu & Wang, 2003), 읽기 능력 향상과
어휘력 향상을 위해(Spencer & Guillaume, 2006) 
그림책이 활용되어 왔다. 이렇듯 내용 학습 및
언어 학습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그림책이 활

용될 수 있다는 연구들을 통해, 그림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학습 및 영어 학습에도 효과적인 교수․학습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학습 및 영어 학습을 위

한 매개체로 그림책을 사용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눈높이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생각

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좋은
그림책에는 어린이의 존재적 특성과 그 주변

세계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Crandall, 
1987). 즉, 학생들의 생활과 심리가 반영된 그
림책의 인물, 사건과 배경은 학생들의 삶 속에
서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든 영어 그림책이 지속가능성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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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기에, 어떤 그림책

을 선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
한, 현장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교사들이 좋은
그림책을 즉각적으로 선별해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교사들을 지원하는 그림책 선

정 기준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영어교육에서 실천

하고자 하는 초등교사들을 위해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개발하여 그 선정 기준을 활용한

수업의 예시를 제안하고, 해당 수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히 영어 그림책을 구별

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초등교
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를 제안하여 수업을 계획할 때 유용한 도

구로서 선정 기준의 사용방법과 수업 실행 및

효과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에서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실천하는 데 유용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개발된 선정 기준은 신
뢰할 수 있는가? (2) 선정된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영어 학습 능력

향상 모두를 추구하는 초등교사에게 영어 그림

책 선정 기준을 제시해 주는 일은 초등학교에

서의 환경교육 실행을 돕는 도구가 될 것이다. 
Kopnina(2012)는 ESD의다중적 해석(plural inter-
pretation) 가능성 때문에 “환경(Environment)”이
라는 측면이 ESD 내에서 점점 희미해진다고

우려하였지만, 환경내용과 관련된 그림책 선정
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또
한, 기준 개발 및 효과 검증에 대한 소규모 연
구인 본 연구가 향후 정성적이고 정량적으로

수업효과를 연구하는 영어교육 및 지속가능발

전교육/환경교육연구자들의 대규모 준 실험연

구(quasi- experimental research)에도 기여할 것

으로 사료된다. 

Ⅱ. 문헌 연구

1. 그림책 선정 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 

그림책을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개발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그림책 선정
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통합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개발하고

자 한다. 문헌 연구에 포함된 영역은 다음과 같
다. (1) 그림책을 문학작품으로서 평가할 때 필
요한 기준을 세운 문헌, (2) 그림책을 영어교육
교재로서 활용할 때에 필요한 기준을 세운 문

헌, (3) 생태교육 교재로서 그림책을 선정할 때
필요한 기준을 세운 문헌이다. 지속가능발전교
육 분야에서 그림책 선정 기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까닭에, 우선 생태교육 교재로서의 그

림책 선정 기준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측면에서 그림책을 선정하

는 기준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초등학생 대상의 그림책 선정 기준 연구들

(Bauer, 1977; 김영미, 2006; 이명신, 2002; 강영
아, 2006; 이효진, 2013; Rule & Atkinson, 1994; 
Glazer, 1981; 배두본, 1999; Eills, Brewster, Mo-
hammad, 1991; 변옥경, 2009)은 그림책 선정 기
준에 있어 공통적인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선정 기

준을 분류하고, 강조되고 있는 영역들을 비교․
분석하여 영역별로 묶은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로서

의 선정 기준은, 생태교육 분야의 연구 문헌들
을 통해 주제 관련성과 메시지 전달 방식이 중

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ule & 
Atkinson, 1994; 이효진, 김찬국, 김기대, 2013).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방안으로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요소를 다루어야 하며, 
그 주제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한다는 김찬국 등(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Wals(2009)는 학생들에게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학습의 과정을

강조하였고, 학생들 스스로 삶의 대안적인 방

식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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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행동과 사고 방식을 단기에 습득하도록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지식주도형(expert-know-
ledge-driven approach)’(Vare & Scott, 2007)의 방
식보다는, 비판적 사고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해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따라서, 메시지 전달방식의 적절성을 고
려하는 것은 생태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발전교육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문학 작품으로서 그림책을 연구한 문헌들은

‘스토리’와 ‘그림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을 강
조하고 있다(Bauer, 1977; Norton, 1991). 한편, 
영어교육에서 그림책 선정 기준을 연구한 문헌

들의 경우, 언어 수준에 대한 고려와 실제 교육
과정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

고 있어(Ellis, Brewster, Mohammed, 1991; 김영
미, 1999), '언어 수준의 적절성'과 '실제 활용 가
능성'이 그림책 선정 기준에 있어 주요한 기준

이 됨을 보여준다. 
위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교

육을 위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크게 세

영역, 즉, 문학작품으로서 선정 기준, 지속가능
발전교육 교재로서 선정 기준, 영어 교재로서

의 선정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생태교
육 교재로서의 선정 기준에서 하위 기준인 ‘주
제 관련성’은 생태교육 관련 주제에 국한되므
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학습
내용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 2에서 보듯, 재구성한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내용 영역은 생태학적 관점의 다양한

주제(생물 다양성, 서식지, 환경수용력, 생태학
적 발자국, 생물 종간 평등)와 사회적 지속가능
성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 영역을 포함한다.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

으나, 기존 연구(김정은, 2010; 김지선과 손지

표 1. 그림책 선정 기준 개발 관련 선행 연구 분석 결과 

문학작품으로서 선정 기준 생태교육 교재로서 선정 기준 영어교육 교재로서 선정 기준

스토리의
적절성

그림의
적절성

생태교육 주제
관련성

메시지
전달방식의
적절성

언어 수준의
적절성

실제 활용
가능성

재미와 호소력이
있는 소재나 인물
등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며 학습을
지속시킴.

텍스트를 강화
증대시키고, 풍
부한 상상력으로
호기심을 자극
함.

생태학과 관련된
주제가 배경, 인
물, 사건에 포함
되어 있음.
스토리와 그림을
통해 직접적 혹
은 간접적으로 지
속 가능한 삶에
대한 새로운 인
식이 가능함.

스토리와 그림
을 통해 직접
적이고 일방적
으로 교화시키
지 않고 사고
할 수 있는 기
회를 줌.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적절한
어휘나 문장이
사용됨.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과 잘
부합함.
타 교과와의 연
계한 수업에서의
활용이 가능함.

Bauer, 1977
Norton, 1991
Eliis, Brewster,
Mohammad, 1991
Rule과 Atkinson,
1994
김영미, 1999
이명신, 2002
강영아, 2006
변옥경, 2009
이효진, 김찬국,
김기대, 2013

Bauer, 1977
Glazer, 1981
Norton, 1991
Eliis, Brewster,
Mohammad,
1991
Rule과 Atkinson,
1994
김영미, 1999
이명신, 2002
강영아, 2006
이효진, 2013

Rule과 Atkinson,
1994
배두본, 1999
이명신, 2002
이효진, 2013

Rule과
Atkinson, 1994
배두본, 1999
이효진, 2013

Norton, 1991
Eliis, Brewster,
Mohammad,
1991
Rule과
Atkinson, 1994
김영미, 1999
배두본, 1999
이명신, 2002
강영아, 2006
변옥경, 2009

Eliis, Brewster,
Mohammad,
1991
김영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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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14; 김찬국 등, 2012; 정남용, 2013; 정은
홍, 2014)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영역

으로 많이 인용되는 박태윤 등(2007)과 홍승표
등(2008), 박순용(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
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영역은 호주 교육과정
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영역(Gough & Sharpley, 
2005)으로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생

태학적 관점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
존 국내 연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대신, 호주
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내용을 포함시켜 재
구성하였다. 변순용(2012)의 연구에서도 언급하
듯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영역 구분에서
‘인간’의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세대’가 아닌 ‘현재 세대’ 중심의 소극적인 보호
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고창택
(2004)의 연구에서도 지속가능성의 구분이 인간
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
난 생태학적 관점의 지향을 위해 호주 교육과정

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개념을 반영하였다. 
생태주의가 ‘자유와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오직 인간을 고려하는 것에서 확대되어, 생태계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송명규, 
2004)이라 할 때, 인간과 인간이 아닌 종(non- 
human)의 형평성(‘생물 종간 평등’)까지 개념으
로 언급하는 호주의 교육과정상의 관점이 좀 더

생태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있어서 호주의 경우, 생활 현장에서의

실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 Arts, 2009; 김은정, 2013), 그
들이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생

태주의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내용중심교수법 - SIOP 모델

내용중심교수법은 교과 내용의 학습과 제 2언
어 학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수법이다(Brinton, 
Snow, Wesche, 2003). 이 때 언어는 특정 과목
의 내용을 학습하는 도구이자 학습 내용이 된

다. 즉, 수학, 과학, 역사 등의 교과 내용을 외
국어로 수업하는 것이며, 학습자들의 교과 학

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외

국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박석란과 이화자, 2000). 
내용중심교수모형의 중 하나인 SIOP(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 모델은 교과 내
용을 영어로 배우면서 교과 내용과 영어 문식성

(cultural literacy)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으며(어도선, 2009), 영어를 제 2언어로
학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통해 수학, 
과학, 사회와 같은 타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모
형이다(강지혜, 2010). 이 모델에서 교사는 학생
들의 언어 능력을 고려한 특별한 교수 기법과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교과 내용 학습을 돕는

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전 쓸 수 있는
단어나 표현들을 미리 알려준 후, 교과 내용 수
업을 진행한다. 제 2언어 학습자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때까지 교과목 수업을 미룰 필요

가 없으며, 학생들이 언어와 함께 교과 내용을
학습하므로 높은 학습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Echevarria, Vogt, Short, 2017).
Honigsfeld & Cohan(2008)의 연구에서 밝혔듯

이, SIOP 모델은 학생들에게 교과 내용에 있어
수업에 필요한 비계나 배경 지식을 사전에 세워

표 2. 문헌 연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영역의 재구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서식지, 환경수용력, 보존, 생태학적 발자국, 생태학,
생태적 공간, 생태계, 생물 종간 평등

사회적 지속가능성
인권, 평화․안전, 통일, 문화다양성, 사회정의, 건강․식품,
시민참여, 양성 평등, 소양(매체, ICT), 세계화․국제적 책임

경제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지속가능성,
시장 경제, 빈부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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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단어 발달을 도우며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Song(2016)은 EFL(English as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 SIOP 모델이 교사들의 교

수․학습 전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강지혜(2010)는 EFL 환경의 초등 6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SIOP 모델을 적용하고, 영미 그림책
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다문화 주제 학습과 영어

학습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SIOP 모델의
활용이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어휘 학습에 모

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SIOP 모델은 EFL 환경에 있는 학습

자에게 교과 내용의 학습과 더불어 언어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Echevarria, Vogt, Short, 2004; 어도선, 2009). 이
에 본 연구에서도 SIOP 모델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에 관한 학습과 영어 학습

의 효과를 함께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 교

수․학습 과정안을 구성할 때 반영해야 할

SIOP 모델과 그 하위 요소를 Echevarria, Vogt, 

Short(2017)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표 3에 제시한 교수․학습 과정안의 일부는

SIOP 모델의 두 가지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학습 목표는 내용 학습 목표와 언어 학습 목표

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언어 학습의 목표와 내
용 학습 목표 모두 해당 수업을 통하여 달성해

야 할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구분된 기술이

필요하며, 두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Echevarria, Vogt, Short, 2017). 
둘째, 수업 전략이 되는 SIOP 모델의 요소들을
제시하며, 이를 수업 계획 중에 점검할 수 있도
록 한다. SIOP 모델의 요소들은 내용중심학습
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수업 계획 중 이를 점검할 때 좀 더 체계
적인 수업 구상이 가능하다(Honigsfeld & Cohan, 
2008). Short & Echevarria(1999)가 말하듯, SIOP 
모델의 요소들은 내용 학습과 언어 학습을 추

구하는 교수․학습방법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되

며, ‘배경 지식과의 연결’, ‘독립적인 연습 기회
의 제공’ 여부 등 학생들의 개념 및 언어 학습

표 3. 교수․학습 과정안 구성 시 고려해야 할 SIOP 모델의 특징과 요소

학습목표
내용(ESD)

언어(ENG)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SIOP 요소

준비

1 내용 영역의 적용 ✔

2 배경지식과의 연결 ✔

3 과거 학습과의 연결 ✔

4 통합 전략 ✔

비계
세우기

5 시범 보이기 ✔

6 따라서 연습하기 ✔

7 독립적인 연습 기회 ✔

8 이해 가능한 입력 ✔

학습집단 구성 전체 학급 소집단 짝 활동 개별 활동

통합적 언어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적용방법 직접 체험 의미 있는 활동 목표와 연관됨 참여를 촉진

평가방법 개별 평가 집단 평가 지필 평가 구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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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높이는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분석

이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그

림책 선정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먼저, 그림책 선정 기준에 관한 선행 연구들

을 고찰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그

림책 선정 기준안을 개발하고 수정하였다. 또
한, 설정된 기준의 타당도를 검사하고, 신뢰도
확인을 위해 평가자 간 합의도(percent agree-
ment)를 검사하였다. 이어서 개발된 그림책 선
정 기준을 활용한 수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였다. 

1. 그림책 선정 기준 개발 방법 및 분석

가. 선정 기준안 수정 - ESD 교재로서의 기준 설정

그림책 선정 기준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 간 동일한 선정 기준을 추출하고 분

류하여 일차 선정 기준안(표 1)을 마련하였다. 
이를 수정․보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

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개발하였다.

나. 내용 타당도 검사 및 신뢰도 검사

개발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8명의 전문가를 통한 내용

타당도 검사를 시행하였다(표 4). 전문가 검토
를 통해 수정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확인하

고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수정한 선정 기준으로 도서를 평가할

때, 평가자 간에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자간 합의도(percent 
agreement) 검사’를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사를
위한 전문가들은 ESD 영역을 평가하는 환경교

표 4. 내용 타당도 검토 전문가 패널

전공과 분야 직책과 경력 인원

환경교육 전공

환경교육과 교수
과학교육과 교수
경력 8년 초등교사
경력 7년 초등교사

4

아동문학 전공
국어교육과 교수
경력 4년 초등교사

2

초등 영어교육 전공
영어교육과 교수
경력 26년 초등교사

2

육 전공교사 11명, 영어교육 영역을 평가하는

영어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 11명과 문학 영역
을 평가할 수 있는 현직 초등교사 22명으로 구
성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Five Little 
Fiends (Dyer, 2002)를 읽고 선정 기준을 활용하
여 해당 그림책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통
해 ‘평가자간 합의도’를 측정하여 선정 기준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Lombard, Snyder-Duch, 
Bracken, 2002). 평가자 간의 합의는 81∼100% 
일치할 때 완전한(perfect)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61∼80%는 의미 있는(substantial) 합
의가, 41∼60%는 충분한(moderate) 정도의 합의
가, 21∼40%는 다소(fair), 0∼20%는 거의 합의
되지 못했거나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정도(none 
to slight)로 해석한다(McHugh, 2012).  

2. 그림책 선정 기준 활용 수업 효과 

가. 데이터 수집 방법

영어 그림책 활용 수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총 3차시 수업을 서울에 위치한 M초등학
교 5학년 24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1명의 연구
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수업 중에는 선정 기준
을 활용한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Five Little Fiends (Dyer, 2002)를 활용하
였다. 개발된 수업 개발 틀 (그림 1)에 따라 3차
시 수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때 교수․학습

과정안1)은 SIOP 모델의 교수․학습 전략(표 3)

1) 본 연구에서 개발한 3차시 수업안 및 수업 자료는 다음 도형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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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개발 틀

이 반영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차시로 수업을 구성하여 그림 1의 수업

개발 틀에 따라서 줄거리의 이해, 개념 이해, 
개념의 심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림책의 스토리를 파악한 이후에, 그림책에 담
긴 지속가능발전 관련 개념을 수업에 연결 짓

고, 이해한 개념을 심화시켜 지속가능한 미래
를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따라서 1차시에는
학생들이 그림책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2차시
에 학생들이 그림책 내용에 담긴 지속가능성

관련 개념을 학습하며, 3차시에 학습한 개념

을 활용하여 확장시키도록 하는 수업이 이루

어졌다. 

나. 데이터 분석 방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 학습과 관점

반영 여부는 3차시 평가지(그림 2)를 통해 파악
하였다. 이 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개념

은 표 2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영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평가지의 문항

자체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학생들 스스로 관련 개념을 연결시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어 학습에 관한 결과는 어휘 학습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수업 전, 수업 중(그림책
삽화만 제시하고 단어의 뜻을 추측하게 함), 수
업 이후의 평가지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어휘

학습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수업 전과 수업 이후의 어휘 학습도를 사전․

사후 검사로 비교하였다. 또한, 그림책 삽화를
활용한 어휘 추측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수업

전의 어휘 이해도와 그림책 삽화만으로 어휘

뜻을 추측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3차시 평가지 1번 문항 3차시 평가지 2번 문항

그림 2. 지속가능발전교육 개념 학습 및 관점 변화 확인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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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

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개발하고, 개발한 선정
기준을 수업에 적용했을 때 그 효과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림책 선정 기
준 개발 결과를 제시하고, 개발된 기준의 내용
타당도와 평가자간 합의도 검사 결과를 통해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영어 그림책을 활
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개발의 틀(그림 1)
에 맞추어 수업을 계획하고, 교실에 투여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의

효과를 지속가능성 학습 효과(개념 이해 및 관

점 반영)의 측면과 영어 학습 효과(단어 이해)
의 측면으로 나눈 뒤 분석하였다. 

1. 그림책 선정 기준 개발

가. 그림책 선정 기준 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

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문학작품으로
서의 영역,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영역과

영어교육에 관한 영역이다. 각 해당 영역과 그
에 속한 세부 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영어 그림책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

용이 중심적으로 표현되고 있을 때에 주제 관련

수업 전
단어 뜻
추측하기
평가지

수업 중
삽화만 보고
단어 뜻
추측하기
평가지

수업 후
단어 뜻
확인하기
평가지

그림 3. 수업 전·중·후 단어 이해도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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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전달하고
자 하는 메시지가 과장되거나 교화 또는 교훈

전달식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
록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때 더 좋은 평가

를 받게 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수업에서 효과적인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림책의 언어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해

야 하며, 초등 영어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잘

부합하여 실제 활용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문
학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스토리와 그림의 적절

한 호소력 및 표현력으로 평가되며,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장점을 최대한 발견하고 활

용할 수 있는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은 지

속가능발전교육을 영어 수업 시간에 실천하고

자 하는 초등 교사들에게 그림책이라는 유용한

학습 자료를 제안해 주며, 실제 수업에서도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도구가

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학습과 영어 학습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영역의 선정 기준

을 도출하였고,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의 결과
를 수업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내용 타당도 및 신뢰도 검사 결과 

1) 내용 타당도 검사 결과

개발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이 타당한지, 
해당 기준을 설명하는 평가 내용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 타당

표 5.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세부 기준 평점 평가 내용

문학작품으로
서 그림책
선정기준

스토리의
적절성

5점 재미나 호소력이 뛰어난 인물이나 배경, 사건이 제시됨.

3점 재미나 호소력이 있는 인물이나 배경, 사건이 제시됨.

1점 재미나 호소력이 부족한 인물이나 배경, 사건이 제시됨.

그림의
적절성

5점 텍스트를 강화, 보조, 증대시키고, 풍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함.

3점 텍스트를 보조하고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함.

1점 그림이 텍스트와 어울리지 않음.

지속가능발전
교육교재로서
그림책
선정기준

지속가능
발전교육
주제 관련성

5점 지속가능성이 이야기의 중심주제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함.

3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점 주제나 내용이 지속가능성과 연관성이 떨어짐.

메시지
전달방식의
적절성

5점
주제가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점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교화하거나 교훈 전달식으로 전달됨.

1점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지나친 과장이나 왜곡을 이용하여 주
제를 강조함.

영어교육
교재로서
그림책
선정기준

언어
수준의적절성

5점 초등 수준에 적합함.

3점 초등 수준에 비해 조금 더 쉽거나 어려움.

1점 초등 수준에 적합하지 않음.

실제 활용
가능성

5점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잘 부합함.

3점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적용 가능함.

1점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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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전문가 검토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한 선정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70% 이상의 전문가가 그림책 선정
기준안의 내용면에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영역별 설명은
잘 이루어져 있지만, 점수를 구분하여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둘째, ‘영어교육 교재로서의 선정 기
준’에서 ‘실제 활용 가능성’을 명확하게 평가하
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표 5의 그림책 선정 기준은 위의 전문가 의

견이 반영된 것이다. 3개 기준안의 하위 기준

의 평점인 적절(5점), 보통(3점), 매우 부족(1점)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그림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 적절(5점)
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인 그림책

속의 그림이 ‘텍스트를 강화․보조․증대시키

고, 풍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또한, ‘영어교육 교재로서의 선정 기준’에서 하
위 기준인 ‘실제 활용 가능성’은 영어과 교육과
정의 성취 기준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그림책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따지는 데에 초등 영어과 교육

과정의 학년별 성취기준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신뢰도 검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ESD 영역 11명, 영
어교육 영역 11명, 문학 영역 22명)이 영어 그
림책을 읽고 선정 기준을 활용한 평가를 수행한 
뒤, 평가자간 합의도(percent agreement)를 측정
하여 선정 기준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Lombard, 
Snyder-Duch, Bracken, 2002). 표 6의 결과는 각
영역의 선정 기준을 활용한 그림책 평가에서

전문가들의 합의 정도를 보여준다. ESD 영역의
평가 결과를 보면, 해당 영역에서 전문가들 간
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SD 영역의 하위 기준 두 항목에서 모두
73%의 높은 비율로 적절하다(5점)는 평가에 합
의하였으며, 매우 부족하다(1점)로 평가한 전문
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같은 그림책을 보고

ESD 영역을 평가할 때에 의미 있는(substantial) 
신뢰도 수준으로 평가자간 동일한 평가가 이루

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교육 영역에서

하위 기준인 ‘언어 수준의 적절성’과 ‘실제 활
용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
면, ‘실제 활용가능성’ 영역에서 73%로 의미

표 6. 각 영역의 선정 기준에 대한 신뢰도 평가 (단위: %)

ESD 영역 선정 기준
(n=11)

평점
합계

5점 3점 1점

(1) ESD 주제 관련성 73 27 - 100

(2) 메시지 전달방식 73 27 - 100

영어교육 영역 선정 기준
(n=11)

평점
합계

5점 3점 1점

(1) 언어 수준의 적절성 55 45 - 100

(2) 실제 활용 가능성 73 27 - 100

문학 영역 선정 기준
(n=22)

평점
합계

5점 3점 1점

(1) 스토리의 적절성 86 14 0 100

(2) 그림의 적절성 68 23 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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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substantial) 합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 수준의 적절성’ 기준에 대해서도

55%로 충분한(moderate) 합의가 이루어졌다. 
Five Little Fiends의 문학영역의 선정 기준

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스토리
의 적절성’의 경우 86%로 완전한(perfect) 합의
를 보여, 개발한 선정 기준을 활용할 때에 그림
책에 대해 신뢰도 있는 평가가 도출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68%의 교사들이 적절하다(5점)에 응답
하여, 선정 기준을 활용한 평가에서 의미 있는
(substantial)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신뢰도 평가 대상이 한 권으로 그친 것

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ESD 주제 관련성’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도서의 경우, 평가자
간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추후 연구

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ESD 관련 영어 그림책 목록2)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서를 대상으로 평가자간 합의 정도를

파악한다면, 개발한 선정 기준의 신뢰도를 보

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대된다.

다. 그림책 선정 기준 개발 활용의 예

본 연구에서는 초등 교사들이 개발된 선정

기준을 활용하여 영어 그림책을 문학 작품 측

면, 지속가능발전교육 측면, 영어교육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
구자는 개발한 선정 기준이 수업 개발의 보조

도구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 결
과를 한 눈에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개발하였

다. 표 7은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활용하여
그림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현장에서 적

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

기에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주제 관련성이 높
은 도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Dyer 
(2002)의 Five Little Fiends는 지속가능발전교
육 내용 영역 중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생태계’

표 7. 그림책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의 예

도서명 Five little fiends Whoever you are

관련영역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내용요약

다섯 마리의 악마들이 서로 생태계 구성요소들
(해, 공기, 물 등)을 가지고 싶어하여, 자신만의
공간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하나라도 빠진 공
간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로 하였을 때 조화로운 세계
를 마주하고 기뻐하는 내용

문화적 배경에 따라 모두 다른 삶의 모습(집,
학교, 지형, 언어 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각
자가 가진 마음(기쁨, 슬픔, 아픔 등)은 모두
같다는 내용

평가
예시

2) ESD 관련 영어 그림책 목록은 다음 링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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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되어 있다. Fox(2006)의 Whoever you 
are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평가 예시에서 보듯, ESD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도 언어 수준이 낮은 경우와 스

토리의 적절성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

도 있다. 이런 경우, 수업을 계획하는 교사는

해당 그림책의 약점을 보완할 수업 전략이 필

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2. 그림책 선정 기준 활용 수업의 효과

가. 지속가능발전교육 측면에서의 수업 결과

평가지 분석을 통해 살펴 본 수업의 결과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측면과 영어교육의 측면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

념을 학습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
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4는 3차시 수업의 결과로 학생들의 반

응을 확인한 것이다. 그림책 속 작은 악마들

(Little fiends)이 자신들이 가져왔던 자연물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후,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추측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원작에서는 이 장
면에 ‘And once again marvel at their surround-
ings.’라는 문장이 전부이지만, 평가지엔 악마들

의 생각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물음표가 있는

말풍선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표현하였고, 함께 어우러

지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였다(예: “We can live 
here together. 우리는 여기에서 같이 살 수 있
어”). 또한, 학생들은 인간 중심의 관점이 배제
된 생태학적 관점에서 작은 악마들의 생각을

읽어내어 표현하였다(예: “우리 이제 욕심내지
말고 생태계를 지키며 살자”).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그림책 속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24명의 학생 중 10명의 학생들(41%)이 그림책
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태학적 관점을 드러내

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영역인 생태계와 생태

학적 공간에 대한 이해도 약 12.3%(3명)의 학생
들의 응답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예: “생물은
비생물적 요소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발된 기준으로 선정한 그림

책이 사용된 수업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

념을 학습하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영어 학습 측면에서의 수업 결과

3차시 평가지의 1번 문항 학생들의 의견

- “달, 해, 바다, 땅, 하늘이 모두 어울려 있으니 더 아름답
구나!”

- “We admire ecosystem!”
- “Wow. It's beautiful!”
- “자연을 되돌리길 잘했어!! 정말 아름다워”
- “We can live here together. 우리는 여기에서 같이 살
수 있어.”

- “우리 이제 욕심내지 말고 생태계를 지키며 살자.”
- “역시 함께 있어야 예쁘다.”
- “생물은 비생물적 요소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

그림 4. 3차시 평가지의 1번 문항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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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 결과는 학생들의 어휘 학습 정도

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 전과 수업
후를 비교한 사전․사후 어휘 이해도 검사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그림책 삽화만 보여
주고 어휘의 뜻을 추측해 보게 한 검사에서도

수업 전에 비해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이는
그림책 삽화가 어휘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한다

(김혜리와 이세운, 2013)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수업 전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fiends, 
surrounding)을 모두 알지 못했으나, 수업 이후

이해도를 점검한 결과, 24명의 학생 중 4명을
제외한 학생들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검사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8과 같

이 수업 전과 후의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업 이후 실시된 어휘 검사 결과가 수업
전 실시된 검사 결과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

다(평균±표준편차; 수업 전 검사, 1.2±1.2; 수업
후 검사, 9.3±1.9; t=16.7, p<0.05). 또한, 변인의
강도를 나타내는 Eta2 값이 0.86인 것으로 보아
약 86% 학생들이 사후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됨을 알 수 있다(Richardson, 2011). 이는
그림책을 이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생들의 
영어 어휘 능력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검사 이외

에 수업 전 검사와 그림책의 삽화만으로 추측

한 검사를 통하여, 그림책의 삽화를 활용한 학
생들의 어휘 추론 능력을 살펴보았다. 표 8에
서 보듯, 학생들은 그림책을 이용한 수업을 하
였을 경우, 어휘에 대한 이해 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 변인의 86% 
(Eta2=0.86)가 어휘력이 향상된 경우이므로 영

어 그림책 활용 수업이 학생의 영어 어휘력 향

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책의
삽화만으로 단어의 뜻을 추측해본 검사 결과에

서도 수업 전 실시한 검사에 비해 학생들의 어

휘 추측 및 설명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

났으며(평균±표준편차; 수업 전 검사, 1.2±1.2; 
삽화만 보고 실시한 검사, 4.6±1.9; t=8.4, 
p<0.005), 61% (Eta2=0.61)의 학생 변인이 그림
책의 삽화를 활용한 검사에서 높은 어휘 추론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
림책이 어휘 추론 및 설명에 큰 영향력을 미치

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활

용한 수업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의 관점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

심 개념, 그리고 영어 학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세 가지 평가지(수업 전의 어휘
검사, 수업 중의 그림책 삽화만 보고 어휘의 뜻
을 추측하여 설명하는 평가지, 수업 후의 어휘
뜻을 확인하는 평가지)를 통하여 학생들의 어
휘 이해 정도가 두드러지게 향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는 데 유

용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개발하고, 신뢰
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선정된 그림책을

표 8. 언어 학습 결과 확인을 위한 검사별 비교 분석

검사별 비교
평균±표준편차

t Eta2
Test 1 Test 2

1
수업 전 & 수업 후
검사 결과 비교

1.2±1.2 9.3±1.9 16.7** 0.86

2
수업 전 & 삽화로 추측한 검사

결과 비교
1.2±1.2 4.6±1.9 8.4** 0.61

**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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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
서 선행 연구 분석과 내용 타당도 검사를 통해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개발하였고, 신뢰도
검사를 통하여 교사와 연구자들이 선정 기준안

을 신뢰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정된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의 효과를 지속가

능성에 대한 개념 학습 및 관점의 변화와 영어

어휘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
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에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기준’, ‘지
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재로서의 기준’과 ‘영
어교육 교재로서의 기준’이 있으며, 각 영역마
다 두 가지 하위영역이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
전교육을 위한 교재로서의 기준’은 기존 환경
교육 영역(Rule & Atkinson, 1994; 이효진, 김찬
국, 김기대, 2013), 영어교육 영역(Ellis, Brewster, 
Mohammed, 1991; 김영미, 1999) 및 문학 영역
(Norton, 1991)에서의 그림책 선정 기준이 보여
주지 못한 ‘지속가능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
미가 크다. 또한, ‘ESD 개념 포함 여부’를 판단
하는 데에 ESD 내용 영역도 함께 제시하였으
므로, 해당 영역의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에

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개발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안은 전문가 합의도 검사

(percent agreement)를 통하여 신뢰도 있게 개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기준별 전문가 합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

한 교재로서의 기준’은 두 하위 기준에서 모두
73%의 의미 있는(substantial) 합의가 이루어졌

으며, ‘문학 작품으로서의 기준’에서는 ‘스토리
의 적절성’ 영역에서 86%로 완전한(perfect) 합
의가, ‘그림의 적절성’ 영역에서 68%로 의미

있는(substantial) 합의가 이루어졌다. ‘영어교육
교재로서의 기준’은 ‘실제활용가능성’에서 73%
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언어 수준의
적절성’에서 55%의 충분한(moderate) 정도로
합의가 되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임을 확인하
였다(McHugh, 2012).
이와 같이 개발된 선정 기준이 교사들의 실

제 수업 준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다이어그램은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로 교사들
이 수업 구성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와 더불어 제시되는 보조 자료들(영어
과 교육과정,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영역, 평
가 결과 다이어그램, 수업 개발 틀 등) 또한 교
사들의 수업을 지원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실
제 교사들에게 접근성 있는 자료가 되기 위하여

교사 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 교
과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속가능발전교육

은 그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으므로(김호석, 강상규, 최석진, 2011), 
교과 교육 연수에 적극 반영되어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실천 방안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그림책

활용 수업은 학생들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개념

이해 및 관점의 변화와 영어 어휘 학습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보
여준 생태학적 중심의 관점은 지속가능발전교

육에서 관점의 변화를 강조한 UNESCO(2010)
와 조우진(2012)의 주장을 생각해볼 때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또한, 그림책의 삽화를 통해 몰
랐던 단어의 뜻을 스스로 유추하였고, 그 결과
수업 이후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필수 학습

단어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난이도 있는

어휘(예: Ecosystem)도 학습한 것을 보아 어휘

학습의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 따라서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

능성에 관한 내용 학습과 언어 학습 모두에 있

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앞으로 학
생들에게 교과 내용의 학습과 더불어 지속가능

성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나 다양한 수업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

어 그림책 활용 수업의 효과와 그 가능성이 수

업 중 학생들의 평가지를 활용한 설명적 분석

(descriptive analysis) 수준으로만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차수가 적으며, 연구 대상인 학
생의 수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



148 환경교육, 31권 2호, pp. 132-152 (2018. 6)

이 있지만, 초등교사들에게 영어 그림책을 사

용한 수업의 방법과 그 효과를 예시로 제시하

기에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를 제한점으로 남기지 말고,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다양한 주제가 담긴 그림책을 선정하고, 그를
활용한 수업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으며, 정성적․정량적 연구 방법을 사

용한 준실험(qausi-exeperimental) 연구가 다양한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성 영
역에서의 학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이

학생의 평가지 응답의 백분율 분석으로만 이루

어진 한계가 있으므로, 학습의 효과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개념 이해 연구 분석 면에서도 기준표와 분석

표를 개발하고, 관점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

볼 수 있는 질적 및 양적 분석 연구가 요구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의 효과룰

단어 학습면으로만 파악하였으나, 2015 개정
영어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수준 목표에 따라 영

어 학습에 대한 흥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외국 문화의 이해(교육부, 2015)에 관한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초등교사들에

게 좀 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으
로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초등

영어교과에서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각
교과와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융합적 시도는

모든 과목에서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김찬국 등, 2012), 다양한 교과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반드시 별도의 차시
나 또 하나의 교과목으로 마련되지 않더라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상황이나 대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Bonnett, 2003; UNESCO, 2010; 조우진, 2012). 
여러 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는

융합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교과 학습 내용

을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 및 실천의 범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환경교육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으로 외연을 넓히면서 그 실천 방안이 모

색되는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그림책 활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초
등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실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그림책 선정 기준과 수

업 방안이 현장 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

천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되고, 환경교
육 연구자 및 초등 교과 교육 연구자들에게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에게 교과 교육 속에

통합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 실천방
안을 소개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전
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성의 학습과 영어 학습이 동시에 수업에 적

용되도록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을 개발한 것
이다. 개발된 기준은 타당도 검사와 평가자 간
합의도(percent agreement) 검사를 통하여 신뢰도
와 타당도를 확인한 후 연구에 적용하였다. 지
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

은 크게 3개의 기준(문학작품으로서 선정 기준,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로서 선정 기준, 영어교
육 교재로서 선정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6
개의 하위 기준을 포함한다. 개발된 기준을 활
용하여 선정한 영어 그림책이 실제 수업에서 어

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5학년 학생 24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평가지
데이터 분석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 이

해 및 관점 반영과 영어 학습 효과에 모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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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선정 기준을 이용하여 교사들이 효과적

인 그림책을 선정한다면, 초등 교사들은 영어

수업 중 지속가능성의 학습과 동시에 영어 학습

의 효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어 그림책,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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