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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English class consultants’ points of view by
analyzing corpus data from cases of English classes. To investigate it, this study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by analyzing corpus data from 103 reports (30,953
tokens, 8,922 types) written by consultants who had monitored English classes, and
qualitative one by reviewing thirteen cases from each report.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consultants focused more on student’s behavior and activity than teachers’
one, and paid more attention to the aim of the class rather than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on process of whole class. Moreover, the consultants placed much value
on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gave student’s confidence and will of
participating in class much weight. In addition, time management was regarded as a
significant component in organizing class by the consultants. On the dimension of
four skills activities, the consultants presented specific improvement of reading
instruction, but introduced vague and abstract direction of speaking and writing
instruction to the teacher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mply that the viewpoint of
consulting class needs more to include teachers’ behavior, student’s strategies,
flexibility of time management and specific ways to innovate speak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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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수업컨설팅은 수업에 관련된 일련의 문제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참관 및 지도를 요청
한 교사에게 컨설턴트가 기본적인 컨설팅의 원리와 방법에 근거하여 조언과 개선점을 제시하
는 일련의 활동이다(진동섭, 홍창남, 김도기, 2011). 기존의 장학이 수업 목표의 달성과 과정
상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자문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수업컨설팅은 수업
의 준비와 과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수업을 전체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조력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김인옥, 2013). 이 같은 수업 컨설팅은 특히 영어 교과에 있어
서도 수업 개선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각 급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각
지역별로 영어 수업 전문 컨설턴트가 양성될 정도로 영어 교육의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았
다(권덕원, 2007). 이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 수업 컨설팅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자들도 수업 컨설팅의 개념 정립, 수업 분석 도구의 개발, 적용 사
례 연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김인옥, 2013).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존의 다른 영역의 컨설팅 기법을 기반으로 영어 수업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수업 평가 준거를 마련하며 이를 검증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어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기법의 개발에 비해 실제 컨설팅 사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턴트가 주안
을 두는 요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균형 있는 영어 수업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
한 심도 있는 논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컨설
팅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피드백을 진행하여 영어 수업 컨설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
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어 수업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관찰일지를 코퍼스 데이터로 구
축하여 양적․질적으로 분석하고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컨설팅의 지침들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컨설턴트들이 수업을 바라보는 이론과 실제의 상관관계를 규
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개별적인 컨설팅 사례를 분석 도구 별로 추출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
함으로써 컨설턴트가 갖는 관점의 특질을 파악하고 영어 수업 컨설팅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수업 분석 도구를 기반으로 분석한 영어 수업 컨설팅의 코퍼스 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영어 수업 컨설팅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2) 컨설턴트들이 작성한 수업 분석 결과와 컨설턴트들이 수업 교사에게 개선점을 중심으
로 제공한 피드백은 영어 수업 컨설팅 이론과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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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1. 수업 컨설팅의 개념과 기법

수업 컨설팅의 개념과 그 범위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고 논의되어 왔다. 이화
진, 오상철, 홍선주(2006)는 수업 컨설팅을 교사가 수업에 관한 문제와 조언을 의뢰하면 수업
에 대한 관찰, 의뢰자와의 면담 등을 바탕으로 문제를 확인 및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적
합한 조언과 개선점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정의했고, 이용숙(2007)은 수업 능력이 충분한 고
경력 교사들이 저경력 고사들의 수업에 대해 개선점을 전달하고 조력을 제공하는 활동이 수
업 컨설팅이며 구체적인 지도보다는 상담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권덕원
(2007)은 수업 능력이 뛰어난 교사가 수행하는 상담 및 지도 활동의 체계적인 과정이 수업
컨설팅이라고 정의하면서 장학 활동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업 컨설
팅에 대한 관점을 결과보다 과정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설규주(2007)는
수업 컨설팅이란 수업 주체인 교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동료
교사들,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수업에 대해서 진단 및 개선점 도출을 진행하는 일련의 전
문성 신장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수업 컨설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선행 연구자들은 수업 컨설팅의 기법과
도구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상수, 강정찬, 이유나, 오영범(2015)은 수업
컨설팅의 분석 범주를 수업 전체, 교사, 수업 매체, 학생, 상호작용 등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
범주 별로 주요 분석 내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수업 과정은 수업의 일관성과 구성, 그리고 명
료성에 초점을 맞춘 범주이며, 교사의 범주에서는 동기 유발과 분위기, 비언어적 소통을 분석
한다. 또한 수업 매체 범주에서는 수업 매체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며 학
생 범주에서는 학생의 기술과 만족도, 동기 및 집중도 등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범주에서는 언어적 상호작용과 시간관리 측면을 분석 도구로 정의했다. 수업의 일관성에 대
해서는 Dick와 Carey(2010)가 수업 설계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맥을 같이 하고 있
는데 그들은 수업의 목표와 학습자, 수업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수업 매체와 평가 과정의 일
관성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수업의 명료성의 측면에서 Borich(2011)은 선행조직자 제공, 선
수학습 확인, 예습과 복습 상태 점검, 삽화 활용하기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수업 명료성 도구
를 구성하였다. 특히 교사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기 유발과 분위기에 대한 개념은
Keller(2006)가 주장한 주의력(Attention)과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과
만족감(Satisfaction)을 기반으로 한 ARCS 동기 모델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의 핵심적인 활
동 영역으로 강조되고 있다.
수업을 분석하는 요소에 있어서 Andersen(1999)은 비언어적 소통 전략을 제시하였으
며, Seiler와 Beall(2005)은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비언어적 소통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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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비언어적 소통 측면과 함께 수업 매체에
대해서 조남두(2011)는 교사의 효과적인 매체 활용 원리와 구체적인 준거를 제시했으며 특히
매체 사용 전 준비, 제시 전략 및 분량과 위치, 교사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분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상수, 이유나, 리리(2008)
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함께 수업 환경과 효과, 교사의 전문성 등을 분석하는 틀
을 제공하였으며, Hills, Naegle, Bartkus(2009)는 학생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
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2.2. 영어 수업 컨설팅에 대한 연구

영어 수업 컨설팅에 대한 연구는 인식과 영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장경숙, 민병수, 최보윤(2013)은 영어 수업 컨설팅을 받은 초․중등 영어 교사들의 인식을 연
구하고 컨설팅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아직 영어
수업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 인식이 높지 않아 자발적인 참여율이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전문적인 컨설턴트의 양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컨설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이 요구되며 수업교사와 컨설턴트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같은 맥락으로 김종훈(2012)은 영어 교사들의 컨설팅과 수업활동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인식을 연구하였고 수업 컨설팅과 수업 능력 향상 사이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컨설팅을 통한 영어 수업 개선과 교사의 능력 향상의 측면에서 김인옥(2013)은 초등예비
교사에 대한 그룹 기반 수업 컨설팅을 수행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준비, 수업 참
관, 피드백으로 구성되는 컨설팅 절차를 중심으로 수업의 개선 효과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는
데 그 결과, 그룹 기반 컨설팅이 초등예비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어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가져왔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수업 관찰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
하고 컨설팅이 교사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고 동료 교사들과의 인식 공유 및
협력을 통해 교수학습능력 신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아울러 장경숙, 한은미(2017)는 기존의 참관 및 피드백 제공의 영어 수업 컨설팅에서 탈
피하여 초․중등 영어 초임교사들에게 스토리텔링 기반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였는데 그 결과 교사들의 전체적인 수업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혜련, 박약
우(2010)는 초등예비교사들의 교육에 적합한 영어 수업 컨설팅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는
데 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역량이 강화되고 자신감이 높아져 전체적인 수업능력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같은 맥락으로 김혜련, 부경순(2007)은 초등 교사들의 영어 수
업에 적용 가능한 컨설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컨설팅에 적용한 결과, 수업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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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컨설팅의 효과 증대를 위해 전문적인 영어
수업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보, 컨설턴트 간의 정보 공유 확산, 컨설팅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컨설턴트들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 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영어 수업 컨설팅에 관한 연구는 컨설팅 모델의 개발, 모델의 효과성 검증과 컨
설팅 방법의 개선책 등에 관해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실제 컨설팅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
석을 통해 컨설턴트가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침들을 준수하고 균형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지, 수행하는 컨설팅 과정에서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3.1. 분석자료
2013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라북도 소재 중소도시에서 근무하는 총 87명의 교사

가 작성한 영어 수업 관찰일지 103부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관찰 일지를 작성한 교사들과 수
업 진행한 교사들은 초․중․고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컨설팅을 수행한 교사들은 영어 교
사들의 실제 영어 수업을 참관한 후 수업 전반에 걸쳐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다. 컨설턴트들은
모두 교육경력 10년차 이상의 고경력 영어 교사들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전라북도
소재 중소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수업 진행교사들은 10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
사 포함하여 82명의 교사들이며 이들 모두 전라북도 소재 중소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컨설
턴트 중 약 43%가 초등학교, 약 33%가 중학교, 약 24%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수업
교사들 중 약 46%가 초등학교, 약 37%가 중학교, 약 17%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3.2. 연구도구

작성된 영어 수업 관찰일지는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과 특이점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으며 컨설턴트가 수업을 진행한 교사에게 조언하고 싶은 내용과 수업 개선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었다. 컨설턴트가 다양한 시점으로 수업을 관찰하고 기
록할 수 있도록 분량과 항목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부록을 추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명의 컨설턴트가 보통 세 명 이하의 수업 교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
행했으며 수업 관찰일지는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공개수업 후 컨설턴트가 수업에 대해서 느꼈
던 점과 개선할 점을 중심으로 한 번씩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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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영어 수업 관찰일지는 MS Word와 Text 파일로 전사하여 표 1과 같이 코퍼스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코퍼스는 총 103부의 관찰일지를 기반으로 모두 30,953개의 단어와
8,922개의 유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

기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코퍼스 데이터는 이상수, 강정찬, 이유나 그리고 오영범(2015)이
개발한 수업 컨설팅의 분석 범주에서 추출한 ‘수업 주체 및 도구’, ‘수업과정’, ‘교사’, ‘학생’,
‘상호작용’ 등의 5개의 키워드와 영어 수업의 특성을 반영한 ‘의사소통기능’의 키워드를 중심
으로 Antconc3.2w 코퍼스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코퍼스의 특징을 분
석하기 위해 빈도수 분석과 용어색인(concordance) 분석을 진행하였다. 용어색인 분석을 통
해 추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컨설턴트의 관찰일지 103부 중 수업 컨설팅의 분석 범주를 상
대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13부를 추출한 후, 진술 사례를 질적으로 연구하여 영어
수업 컨설팅의 관점에 대한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Kim & Rhee, 2014).
표 1. 구축된 코퍼스 자료의 개요

코퍼스 자료 특성

규모

비고

수업 컨설팅 횟수

103회

컨설턴트 한 명이 3회 이하

컨설팅 후기(일지)

103부

수업 1회에 관찰일지 1회 제출

참가 컨설턴트(교사)

87명

초․중․고교 영어 수업 포함

단어 수(tokens)

30,953개

단어 유형(types)

8,922개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수업 주체 및 도구 측면

코퍼스를 먼저 수업 주체와 도구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교사’, ‘학생’ 그리
고 ‘교과서’와 ‘자료’ 등이며 해당 키워드들의 빈도수와 비율은 표 2와 같았다. 빈도수에 있어
서 ‘학생’이 108회로 가장 많았으며 ‘교과서’와 ‘자료’가 33회로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
었다. 이는 컨설턴트가 수업 자료에 대한 분석보다는 인적 주체인 교사와 학생에 더 주안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교사의 수업 진행 보다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반
응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같은 결과는 의사소통능력 함
양에 주안을 둔 학생중심수업방식의 적극적인 도입과 이로 인한 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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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업 주체와 도구 분석

범주-키워드

빈도수

코퍼스 내 비율(%)

수업 주체-교사

64

0.21

수업 주체-학생

108

0.35

수업 도구-교과서(자료)

33

0.11

‘교사’와 ‘학생’, ‘교과서’ 등에 대한 용어색인 분석 결과 다양한 진술 내용을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의 경우, 컨설턴트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향 파악, 동기분석, 발표 기회
부여 등과 같이 수업 단계별로 학생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수업 컨설팅에 반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중심 수업과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및
학생 수준에 적합한 피드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피드백이 영어 수업 컨설
팅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수업 개선의 키워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그림 1. 용어색인 분석 ‘학생’

컨설턴트는 (1)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사의
맞춤형 수업 방식의 운영에 대해서 비중 있게 진술하였다. 특히 교사가 학생중심 수업을 위
해 융통성 있게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할 정도로 수업의 중심을 기
존의 교사에서 학생으로 전환하려는 개정교육과정의 강조점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생중심 수업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TBI(Task-based
Instruction)과 CLT(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등의 교수 학습 방법론의 지
향점도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의뢰하신 선생님은 올해 처음 발령받은 신규 교사이자 영어도 처음 가르쳐 보는

교사로서 아이들에 대한 열정과 의욕으로 가득 넘치는 선생님이었다. 가르쳐 주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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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은 많은데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더 잘하게 도와주고 싶은 신규교사다운 패기가 느껴지는 교사였다. 반면 아직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한 교수 학습 방법보다는 교육과정 수준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가르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해 이에 대한 좀 더 융통성 있는 사고의
전환 및 수업 활동의 운영 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2)에서처럼 성취기준과 교과서 재구성을 통한 학생중심 수업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기존의 획일화된 평가 도구와 방법을 탈피하고자 도입되고 있는 다양
한 시도와 교실 수업의 개선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교과서 재구성을 통해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실 현장
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2) ‘좋은 교사를 만나면 컨설턴트는 더 없이 행복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움

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활동 위주의 차시 선정을 통해 학생 활동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닌, 학생 스스로 배움에 참여하고 즐겁게 수업을 만들어가는 학생 주도적인
수업은 참관자조차 그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성취기준을 중심
으로 교과서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왜 교사에게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4.2. 수업과정 측면

수업과정을 관찰하는 컨설턴트의 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 3과 같이 ‘전략’, ‘지도안’,
‘구성’, ‘목표’ 그리고 ‘평가’ 등의 키워드로 코퍼스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지도안’과 ‘구성’,
그리고 ‘목표’ 등의 키워드는 ‘전략’과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특
히 컨설턴트는 수업 목표 제시에 대해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교수 학습 전략적인 측면
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수업과정 분석

범주-키워드

빈도수

코퍼스 내 비율(%)

수업과정-전략

3

0.01

수업과정-지도안

18

0.06

수업과정-구성

11

0.04

수업과정-목표

22

0.07

수업과정-평가

8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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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는 그림 2에서처럼 다양한 시점에서 ‘목표’에 대해 의견을 기술하였다. 수업 목
표의 광의적인 개념에서 목표 언어를 지칭하는 협의적 개념까지 폭넓은 범주로 접근하였다.
‘전략’에 비해서 ‘목표’에 비중을 두고 있는 현상은 수업의 실제적인 수행과 학생들의 양적
성취도에 대해 중요성을 두고 있는 수업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 시작 전
효과적인 교수 학습 전략을 구상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은 수업 과정에 대한 설계적인 측면이,
지도안을 통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는 수업 과정의 효과성 획득 측면이 강조된 결과로 파
악된다.
그림 2. 용어색인 분석 ‘목표’

컨설턴트는 (3)에서처럼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각 단원의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지적하거나, ‘거꾸로 수업’과 같은 수업 과정에서도 목표언
어의 발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 수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업 목표와 수업 설계
의 의도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과 영어 학습의 흥미 못지않게 학습 목표
의 달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과정과 목표에 대한 단선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영어 교과 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수업의 목표 및 각 학습 과정을 설계한

의도를 나눔. 학생들의 영어 학습 흥미를 높이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서 해
당 단원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수업을 재구성하는 방향을 모색함: 거꾸로 수업
에서 이미 학습한 목표 언어를 충분히 발화할 수 있도록 활동2(카드를 활용한
Matching Game)와 3(Mingle Activity)을 수정함.’
학습지도안의 체계성 역시 학습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변수라는 인식을 (4)에서처럼
보여주고 있다. 지도안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전략과 학습동기를 투영하고 자기효능감을 높
일 수 있는 방안보다는 지도안이 학습 목표와 일치하는 정도,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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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교수법의 개발과 적용을 강조함으로써 지도안을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교수
학습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초임 교사임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지도안 작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함. 지도

안은 과정안만 작성해 보는 것으로 하고 수업을 할 차시는 전체적인 단원의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수업을 하는 차시의 활동은 해당 수업 목표와 부합되어야 함을 상기
토록 함. 특히 단원의 1차시를 진행하는 만큼 해당 차시와 학습 목표 도달에 적합한
교수법을 선정하고 6학년 아이들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classroom English를 청취
(발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함.’
4.3. 교사 측면

컨설턴트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측면을 어떻게 분석적으로 바라보는지 알아보기 위
해 ‘동기’와 ‘분위기’를 키워드로 코퍼스를 분석하였다. 표 4에서처럼 교사가 적절하게 학생
들의 학습 동기를 발현시키고 수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살펴보는 컨설턴트의 시점 중
에서 ‘동기’가 ‘분위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로 조사되었다. 이는 컨설턴트가 학생들
의 동기 유발을 수업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비해 더 강조하고 있는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교사측면 분석

범주-키워드

빈도수

코퍼스 내 비율(%)

교사-동기

15

0.05

교사-분위기

9

0.03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동기’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컨설턴트의 의견은 동기 유발
의 방법적인 측면에 집중되었다. 효과적인 동기 유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많은 컨설턴트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특히 효과적인 발문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수업(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을 중요 동기 요소로 제시하고 있었다.

영어 수업 컨설팅 관점에 관한 연구: 코퍼스 분석을 중심으로 ∣ 103

그림 3. 용어색인 분석 ‘동기’

컨설턴트는 (5)에서 보는 것처럼 동기의 개념을 내적․외적으로 범주화하여 접근하는 모
습을 보였다. 교사마다 다양한 동기 유발 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들을 공
유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특히 영어 수업을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시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동기 유
발 장치의 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5) ‘길 찾기 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시하였고, 특히 고학년 학

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 나 자신이 직접 시도 해보았던 다양한 내적․외적 동기 유
발 방법들을 공유하였다. 무엇보다 영어라는 과목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마음 밭을 어루만져주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미래와 결부된 장기적인 vision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
교육에서 영어 수업의 관건은 주 2~3회의 한정적인 수업 그 자체보다는 수업 밖으로
파고드는 다양한 장치들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또한 (6)에서처럼 교실 영어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한 동기 유발을 강조하고 있었다. 영어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에 있어 TEE의 지속적인 강조와 그 효과에 대한 고경력 교사들
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방법을 교수학습과정뿐만
아니라 수업 내 적극적인 목표 언어 사용과 목표 언어 학습의 상관관계에 두는 경향성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6) ‘평소 영어로 묻고 답하고 즐기는 생활이 그대로 수업으로 이어져 한 선생님이 학

생들의 영어 수업 동기 유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느끼게 해 줌.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어 수업에 대한 즐거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104 ∣ 김나유 ․ 이희철

4.4. 학생 측면

영어 수업의 참여자인 학생들에 대한 컨설턴트의 분석 내용을 ‘참여’, ‘집중’, ‘자신감’ 등
을 키워드로 조사한 결과 표 5에서처럼 ‘자신감’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참여’와 ‘집중’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컨설턴트는 학생들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참여’를 수업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발문을 통해 학
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표 5. 학생측면 분석

범주-키워드

빈도수

코퍼스 내 비율(%)

학생-참여

6

0.02

학생-집중

3

0.02

학생-자신감

7

0.02

‘자신감’을 키워드로 한 용어색인 분석 결과 그림 4에서처럼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업활동에 임하고 능동적으로 언어사용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석 내용이
많았다. 특히 교사의 자신감 있는 수업 전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긍정
적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자신감 배양에 순기능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4. 용어색인 분석 ‘자신감’

컨설턴트는 (7)에서 알 수 있듯이 신규교사들이 자신감을 수업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
고 있었다. 수업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과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있어 뛰어난 수준일 수 있으
나 이를 실제로 교실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업 설계와 운영을 통한 자신감
과 자기 효능감이 작용해야 함을 많은 컨설턴트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7) ‘신규교사일수록 영어 구사 능력 및 교구 활용 능력 등의 교과 교육에 대한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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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잘 갖추어 있으나 실제적 수업 진행시 구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영어 구사에
대한 자신감 및 신규 교사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 수업 운영에 녹일 수 있도록 격려하
는 것이 필요함.’
4.5.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측면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그 상호작용의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컨설턴트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과 교사
의 상호작용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과 ‘상호작용’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상호작
용’의 빈도수가 ‘시간’의 빈도수의 두 배가 넘었다.
표 6. 상호작용측면 분석

범주-키워드

빈도수

코퍼스 내 비율(%)

교사와 학생 작용-시간

18

0.06

교사와 학생 작용-상호(작용)

44

0.14

‘시간’에 대한 용어색인 분석 결과 컨설턴트는 그림 5처럼 수업 시간의 전체적인 분배,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발화 시간 부여와 단계별 시간 조절 등을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컨설턴트는 수업 시간 관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정해진 차시 안에 적절한 분량이 수업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안을 철저하게 설
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5. 용어색인 분석 ‘시간’

컨설턴트는 (8)에서처럼 수업의 분량과 적정한 시간 안배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내용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학습단계에 있어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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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 있는 수업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발화를 위한 시간 배려에
있어서 소수의 학생들의 집중되는 시간 배분 보다는 전체 학생들이 고르게 발표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짧지만 폭넓은 시간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8) ‘시간 배당에 마음이 급해져서 교사의 영어가 끝까지 차분히 가지 못하고 문장 중

간에 한글로 바뀌는 부분을 보다 다듬고 연습해야 할 것임. 너무 많은 내용이 주어져
서 압도되지 않을까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중 내게 필요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했던 교사의 의도가 돋보임. 시간을 보다 학생 체크 면에 배당하
여 발표를 원하건 원하지 않건 보다 많은 친구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
을 권함.’
(9)에서 알 수 있듯이 컨설턴트는 시간의 배분뿐만 아니라 단계별 수업의 빠르기와 교사

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학생들과 교사의 능동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빠르기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강조
하고 있었고 지나치게 속도가 빠를 경우 상호작용의 부재로 인해 수업의 효과가 경감되는 부
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9) ‘수업의 초점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은 아이들과 한 번이라도 더 의사소통
할 기회를 주어진 시간 안에 확보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읽
기가 주된 활동으로 제시된 차시에서 의사소통 기회의 확대를 연결해 보는 것이 복잡
해 질 수 있음. 마지막 활동으로 스피드 퀴즈를 하게 되면 빠르기에 신경을 쓰다가
낱개로 억양을 열심히 배운 부분이 자칫 실제 읽기 상황에서는 무시되기 쉽다는 내용
임.’
4.6. 의사소통기능 측면

컨설턴트들이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
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 7과 같이 네 가지 의사소통기능을 키워드로 코퍼스를
분석하였다. ‘읽기’와 ‘말하기’가 ‘듣기’와 ‘쓰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었고
‘읽기’와 ‘말하기’의 빈도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듣기’와 ‘쓰기’ 역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영어교사들이 ‘읽기’와 ‘말하기’영역을 ‘듣기’와 ‘쓰기’보다 강조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두 영역은 ‘듣기’와 ‘쓰기’에 비해서 성취도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다는 점
이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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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의사소통기능측면 분석

기능-키워드

빈도수

코퍼스 내 비율(%)

듣기-듣기

27

0.09

읽기-읽기, 독해

35

0.10

말하기-말하기

33

0.11

쓰기-쓰기, 작문

26

0.08

그림 6처럼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읽기’를 키워드로 용어색인 분석을 진행하였
고 컨설턴트는 다양한 측면에서 읽기에 대한 강조점을 설명하고 있었다. 읽기에 초점을 맞춘
수업 과정의 적절한 전개,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읽기 교육, 쓰기 지도와 연계된
읽기 교육, 다양한 학습 활동에 있어서 읽기 요소 가미 등 수업의 내적․외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읽기 지도 역시 듣기, 말하기, 쓰기 지도와 연계되어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 이는 기존 평가 중심적인 읽기 지도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수업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읽기 지도 방안을 개발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네 가지 의사소통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읽기 지도를 수정 보완하는 흐름을 반영
하고 있다.
그림 6. 용어색인 분석 ‘읽기’

컨설턴트는 읽기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10)에서처럼
워크시트의 적절한 활용, 단어와 문장 읽기 활동의 보완, 게임 위주의 작문 활동 등의 방법을
소개하면서 듣기, 말하기, 쓰기 지도에 비해서 보다 다양하게 지도 방법을 안내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각 교사들의 읽기 지도의 노하우와 수업 자료가 상대적
으로 풍부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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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생들의 읽기 활동 시 책상위에 워크시트를 놓고 읽기 보다는 문장을 크게 인
쇄하여 이를 밟아가며 읽는 활동으로 진행한다면 보다 역동적인 활동이 될 것이라 조
언함. 간단한 키워드 끼워 넣기 위주로 단어 연습과 문장 읽기 혼용 연습에서 게임이
나 활동위주의 문장 써보기 등 학습 부담은 적으면서 반복하여 작문할 수 있는 활동
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함.’

듣기 영역에 있어서도 읽기 지도 못지않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11)에서처럼 개별
단위 또는 전체 학급 단위의 듣기 지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했으며 ‘듣기-자
막 보며 주요표현 파악하여 듣기’와 ‘설명과 질의 응답하기’ 등과 같이 수업에서 적용된 단계
별 듣기 활동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관찰력을 보여주었다.
(11) ‘본시가 단원의 1차시 학습임을 고려하여 듣기 위주의 학습이 진행되었으며 주

요 문장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하면서 듣기-자막 보며 주요표현
을 파악하여 듣기-설명과 질의 응답하기 형식의 교수학습활동이 전체 혹은 개별단위
로 전개됨.’
(12)에서처럼 평가 위주의 수업 방식과 변화하는 영어교육의 흐름 속에 말하기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진술도 있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 수능 대비, 생활영어 지도
를 설명하면서 말하기 지도 역시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였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고민을
공유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12) ‘경력 30년의 선생님으로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다양한 요구와 학생들의 수준차

이에 따른 지도 방법과 수능대비 지도와 말하기 지도를 비롯한 생활영어 지도와의 조
화를 이루는 것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
의 영어교육과 영어 수업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새로운 시대 분위기에 맞는 영
어 수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쓰기 지도에 있어서는 (13)에서와 같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학생들이 쓰기 활동에 있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담감에 대해서 컨설턴
트들은 공감하고 있었으며 그 같은 부담감을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쓰기 지도를 위
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활동을 수행하기 보다는 차시별 핵심 활동을 설계하여 순차적으로 진
행하는 것이 적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장쓰기’, ‘문장완성하기’, ‘문장 쓰고 공유하기’
등 수업 교사가 활용한 쓰기 지도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
는데 이는 쓰기 지도에 대한 영어 교사들의 높아진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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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생들이 쓰기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3개의 활동(동영상 보고 들으며
주요 문장 쓰기, 게임형식의 문장 전달하여 모둠원이 문장완성 하기, 자유롭게 본시
주제와 관련한 문장 쓰고 공유하기)이 학습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음.’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어 수업의 컨설팅 관점에 대한 특징을 수업분석 도구를 기반으로 조사
하여 효과적인 수업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영어
수업을 제 3자적인 관점에서 참관하고 기록한 다수의 컨설턴트들의 관찰일지를 코퍼스 데이
터로 구축하여 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요소별 주요 사례를 추출하여 질적으로 조사하였
다.
영어 수업 관찰일지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 컨설턴트들은 컨설팅 과정에서 교사와 수
업 자료보다는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TBI와
CLT 등 우리나라 영어 수업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은 학생중심 수업에 대한 공감대를 반
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 학생들의 변화에 강조점을 두는 맞춤형 영어 수업의 방향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업의 주체이며 조력자인 교사에 대한 컨설팅 관점
도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으며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컨설팅 관점도 중요하며, 학생중심
수업에 있어서도 교사들의 지도 방법에 따라 다양한 피드백이 이루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컨설턴트들은 수업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수업 전략 보다는 학습 목표 달성에 더 많
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학습지도안의 작성과 학생들과의 발화 등에서 수업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에 대한 고민 보다는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의 탐구와 제안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략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전략, 교사의 수업전략에 대해서도 컨설턴트들의 더 많은 노력과 제
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의 측면에서 컨설턴트의 주요
키워드는 동기 유발이었으며 학생들의 측면에서는 자신감과 수업 참여 의지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 정서적인 의지가 효과적인 영어 수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잘 반영해주고 있으며 특히 교사의 자신감도 학생들의 내적 자기효능감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컨설턴트들은 공감하고 있었다(Shim, Lee & Jin, 2016).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의 측면에 대한 분석에서 컨설턴트들은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강조했다. 수업 활동 별 적절한 시간 배분과 교사 발화의 적당한 빠르기에 방점을 두면서 수
업 전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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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같은 체계적인 시간 관리는 자칫 경직되고 형식에 구애받는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단원의 학습 목표를 온전히
성취할 수 없음을 걱정하여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다보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여할 시간의 융통성이 부족해져서 탄력이
떨어지는 수업이 이루질 수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어 수업의 핵심 목표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 네 가지 의사소통기능
을 키워드로 데이터를 분석했다. 컨설턴트들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모든 영역에 대해 균
형 있게 강조했으나 읽기 지도 방안에 대해서는 수업 진행 교사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
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읽기 지도 방법을 제공한 반면, 말하기와 쓰기 지도의 경우 세부적인
지도 방안의 안내보다는 다소 추상적으로 모호한 표현으로 전체적인 방향만을 제시해주고 있
었다. 수업 컨설팅의 목적이 컨설팅을 의뢰한 교사들에게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수 학습
방법상의 개선점을 제시해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컨설턴트들은 네 가지 의사소통기능 전반에
걸쳐 보다 철저한 수업 분석과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학교 급별로 이루어진 영어 수업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나 연구
대상 수업과 컨설팅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도시 지역
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코퍼스 구축과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수업 컨설팅 전반
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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