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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ong Hwa & Kim, Changsoo. “A Study on the Effective Way to Develop an English Education 

Model for Preschool Childre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1 (2020): 177-196. This 

paper aims to develop an English curriculum for preschool children(ECPC) on the basis of 

Nuri-Curriculum and suggests a model of teaching English and some criteria for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which can be applied to it. The ECPC suggests that the contents of the ECPC should be toward 

actions and problem-solving, which is called ‘project’ in the classroom. The model of teaching English on 

the basis of the ECPC comprises three kinds of contents. They are Nuri-Curriculum as teaching goals, 

multiple intelligences as instructional settings, and hierarchies of knowledge as teaching methods. The 

procedures of the teaching model have the four steps, which are prepare, practice, perform, and assess. In 

the process of the model puzzles which are specially designed to have the children think in solving a 

problem are used.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o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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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1997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조기영

어교육에 관한 논쟁은 계속 되어왔다. 외국어로써 조기영어교육의 적정연령이 

몇 살인지에 관한 논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영어교육을 허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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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와 관계된다. 그러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아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없고, 

학부모들의 열망만 커지게 되었다. 유아영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이론연구나 실제적 현장검증 없이 열망만이 수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영어교육 금지를 처음으로 공식화 한 법

령은 2014년에 발표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학습 금지법’이었다. 이 법

령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과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이 3

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3월부터 전면 금지된 것이다. 이후 어린이 교육

기관 및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과 여론에 밀려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1년 더 유예하고, 영어유치원의 성격을 갖는 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영어교육은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

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교육보

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고액의 영어 사교육 기관들을 선택한다는 것

이 확인되었다(이경미, 박선호, 2018).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현실적 열망에 통제

와 관망적 태도로 일관하던 정부의 입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는 2019년 유

아영어교육을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허용하게 되었다.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금지조치가 풀림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이전, 특히 어린

이집과 유치원 같은 기관의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게 되

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아영어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운영에 관한 

선행이론연구는 물론 실제 적용에 관한 현장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조기영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영유아기 아동의 관점과 초등학생의 관점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은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영유아기 아동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연구내용은 조기영어교육과 아

동발달의 관계(이경호, 김익균, 2007; 최지영, 2008), 학부모들의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열망과 신념(손중선, 이병천, 김희규, 2008; 천희영, 서현아, 좌승화, 배미숙, 

2011) 등 조기영어교육의 긍정적 측면을 제안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이제는 

유아영어 학습 내용과 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유아영어 교

육과정과 교재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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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을 토대로 유아 대상의 영어교육 환경에는 어떤 요소들

이 필요하고, 유아영어교육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누리

과정과 연계된 유아영어 교육과정을 개관하고, 그에 따른 유아영어 교수․학습의 

모델의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누리과정과 유아영어교육

2.1 누리과정과 영어교육의 결합

유아들은 생각하는 방식이나 신체적인 능력, 관심과 흥미의 대상, 학습의 지속

성 등에서 초등학생들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유아는 추상적 사고보다는 구체

적 경험에 잘 반응하고 내적 욕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몸과 감각기관을 많

이 사용하지만 학습의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짧다. 이러한 유아들의 특성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의 지도내용은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

활의 5가지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5가지 영역의 지도내용은 다시 

11개의 생활주제와 통합되어 5개의 유치원 교육목표로 제시된다. 5가지 유치원 

교육 목적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른다.

▪ 더불어 사는 태도와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을 기르며,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유아영어교육과 관련된 이 5가지 영역은 유아들의 기본적 다중지능을 반영할 

수 있으며, 언어를 기반으로 한 통합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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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다. 유아교육이 구체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보편

적 인성의 토대를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다중지능적 차원에서 

교과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언어는 언어학습자나 

사용자 인생의 중심이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모국어교육이나 제2언어 교육 역

시 다중지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 가지 다른 지능들이 우리가 ‘언어’라고 

부르는 의사소통 도구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수 있으며, 언어는 또 감각을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감각들은 의미와 목적을 나

타내는 전달 내용과 함께 맥락을 형성한다. 따라서 언어교육에서도 학습대상자

에 따라 타당한 이론을 설정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학습설계를 위해 언어의 다중 

감각적 설계가 필요하다. 다만, Gardner(1983)가 제안한 8가지 다중지능 영역 

중에서 공간지능과 음악지능은 표현생활로 통합하고, 개인내적 지능과 고도의 

논리․수학적 지능은 유아의 인지적 특성상 제외한다면 유아영어교육의 내용영

역을 위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따라서 이 5가지 영역에 따

른 유치원 교육목표를 유아영어교육과 관련지어 다시 설정하면, 건강생활은 신

체운동, 사회생활은 대인관계, 표현생활은 예술경험, 언어생활은 의사소통, 그리

고 탐구생활은 자연탐구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유아는 호기심이 강하다.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경험이 사고와 행동에 밀접히 

관계된다. 따라서 유아영어교육은 아동들의 실제적 경험과 연계되면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감각적 신체 활동 등을 주로 하고, 다양한 지능영역에 관계된 

놀이 및 체험 활동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의존적인(field-dependent) 유아들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유

아영어 학습내용은 독립된 개별적 지식이 아니라, 누리과정에 제시된 5가지 영

역에 11개의 소재가 주제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행위로 이

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2.1.1 누리과정에 따른 유아영어의 교육목표

유아영어교육의 목표는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교육과학기술부, 2012)에 준

하여 설정하되 초등영어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만, 우리말 습득

과 그에 따른 사고력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외국어로서 영



취학 전 아동영어교육의 모델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연구   181

어학습이 모국어습득에 대한 간섭이나 혼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전체적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리과정의 각 영역별 활동목표와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의 5개 영역별 내용과 다중지능의 개념을 연결하여 유아영어교육

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⑴ 신체운동 영역의 영어교육목표

▪ 신체기능을 활용한 영어 표현들을 경험한다.

▪ 감각기관을 활용한 영어표현들을 경험한다.

▪ 운동 활동에 관계된 영어표현들을 경험한다.

▪ 영어로 표현되는 신체활동, 감각활동, 운동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에 관한 영어자료를 경험한다.

⑵ 사회관계 영역의 영어교육목표

▪ 자신과 가족에 관계된 영어표현들을 경험한다.

▪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자료를 즐긴다.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예의와 질서, 규칙에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경험한다.

▪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영어 학습활동에 즐

겁게 참여한다.

(3) 예술경험 영역의 영어교육목표

▪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움과 예술적 요소에 관계된 영어자료에 

관심을 갖는다.

▪ 신체를 이용한 움직임, 음악, 만들기, 그리기, 극 놀이 등을 통해 표현된 자

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영어자료로 즐긴다.

(4) 의사소통 영역의 영어교육목표

▪ 바른 태도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영어로 듣고 이해하려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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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말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영어로 말해보는데 

적극성을 갖는다.

▪ 영어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아는데 관심을 가진다.

▪ 영어가 함께 있는 그림책을 즐기면서 단어에 익숙해지고, 책과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해 읽기에 흥미를 가진다.

▪ 쓰기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려보거나 긁적

거려 보는데 관심을 가진다.

▪ 실생활과 관련된 체험활동 속에서 간단한 영어문장의 형식을 위계적으로 

경험한다.

⑸ 자연탐구 영역의 영어교육목표

▪ 주변의 사물과 자연 현상에 대한 영어 자료들에 흥미를 가지고 탐하는 태

도를 기른다.

▪ 간단한 도구와 기계들을 활용하면서 관련된 영어표현들을 경험한.

▪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학적 영어소재를 즐겁게 경험한다.

▪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간단한 규칙들을 토대로 논리적 영어소재를 즐겁

게 경험한다.

2.1.2 유아영어 교육과정의 내용

언어는 체계적이다. 어떤 객체가 체계적이라고 할 때는 그 객체에 규칙과 기

능이 상호보완적으로 잘 존재하면서 의도된 목적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언어

교육에서 규칙은 언어형식이라는 용어로 흔히 쓰인다. 언어사용의 목적이 의사

소통에 있다고 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정확한 의미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문장의 형식을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모든 언어교육과정의 요소를 설

정할 때는 의사소통기능과 언어형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소통기능이 중요한지 언어형식이 중요한지는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 기

능을 수행하다 보니 언어형식이 규칙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도 있고, 특정 의

미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문장의 형식을 먼저 익혀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아의 인지발달은 분석적이기보다는 통합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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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유아의 학습유형은 성인에 비해, 장-의존적이고 시각적이며 충동적이다. 따

라서 명시적으로 언어기능을 나누어 학습자료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자

료에 노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의도된 학습내용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

표와 영어교육 요소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해야 한다. 교수·학습 상황이 문제

해결중심이 되어야 어린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Mardziah, 

1998)으로 영어교육과정의 내용 또한 문제해결 과정을 의도해야 한다.

⑴ 언어기능과 의사소통 활동

언어기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가지이다. 이 중 듣기와 읽기는 이해기

능,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이 4가지 기능으로 행해지는 의

사소통 활동은 음성정보를 이해하고 답하거나 발화하는 음성언어 활동(듣기, 말

하기)과 문자정보를 이해하고 답하거나 반응하는 문자언어 활동(읽기, 쓰기)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유아영어교육의 경우는 유아들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고려

할 때 음성언어 또는 문자언어 정보에 신체를 이용하여 반응하는 신체 언어활동

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2) 언어 자료

언어교육에 포함되는 언어자료는 크게 언어형식과 그 형식으로 수행하게 될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를 처음 접하는 유아영어교육은 우리말

과 다른 소리체계를 가진 영어의 음인지(sound awareness)에도 자연스럽게 주

의를 기울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국어 화자의 경우 문장의 형식보다는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소리에 먼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어 

외국어를 학습할수록 발음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아영어교육에서는 문장형식과 언어기능의 체계성이 고려된 언어자료가 제시되

어야 하고, 음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자료는 학습자의 경험과 

행동에 부합하는 실재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한다. 

음인지 학습은 일반적으로 음철법(phonics)이라고 한다. 음철법은 소리와 철

자의 관계를 이해하여 문자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읽기지도 방법으로, 해당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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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리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영어를 

처음 접하는 우리나라 유아들에게는 영어소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원어

민 화자의 음철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이야기 속에서 일견 어휘(sight word)를 많이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언어형식 측면에서 보면 형태중심 언어인 우리나라 말과는 달리 영어

는 위치중심 언어이다. 동사를 중심으로 앞․뒤에 놓이는 위치에 따라 단어의 기

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항목의 세부적 문법지식보다는 영어문장

의 구성 원리를 동사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내재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언어기능의 측면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의 11개 소재에서 제시되는 주제들이 

언어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영어 교육과정의 구체적 언어자료는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 유아영어교육 언어자료  

영  역 내        용

음인지

· 그림과 이야기로 이루어진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 자모음과 음절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그림-소리-철자 연결, 그림-철자 배열, 사선노트에 써보기, 그림-단어 연결하기, 단

어로 개념 형성하기 등)

· 일견 어휘(sight word)형성하기

· 노래, 챈트 등으로 내재화하기

언어형식

· 연어(collocation) 활용하기

· 동사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 명사-동사-형용사-부사 순서로 의미에 노출시키면서 영어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내

재화하기

· 문장의 형태는 평서문, 부정문, Wh-의문문, Be동사-의문문 4가지로 제한하기 

기능(의미)

· 유아들의 흥미, 요구, 인지적․정의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

는 내용

·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

· 주제, 상황, 과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내용

· 우리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적합한 내용

·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

· 창의성 및 상상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 상호작용에 적합한 내용

· 실제적 의사소통에 도움되는 언어

· 영어의 강세, 리듬, 억양 등 초분절음소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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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유아영어 교육내용 제시방법의 위계

3.1 영어교육내용 제시방법으로서 지식의 위계

Bloom 등(1956)은 일반적 학습목표의 전체 영역을 일단 커다랗게 인지적 영

역, 정의적 영역, 운동기능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각 영역에 따라 학

습의 목적이나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역을 먼저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문애선, 2003).

운동기능적 영역보다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 그들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인지적 영역에서는 주로 복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지

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학습에 필요한 정신

적 작용이 단순하거나 복잡한 정도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그러나 인지적 영역에

서의 이러한 분류는 이 위계의 순서가 학습의 과정에서 꼭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의 교육적 행위에 따른 학생의 학습활동들은 어떤 것이라도 

이 6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적 영역에서는 주로 

내면화의 원칙에 따라서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의 5가지 특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어떤 특성이 개인에게 어느 정도로 심층적인가에 따라서 내

면화의 정도가 낮은 정도에서 높은 정도의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그러나 운동기

능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Metfessel, Michael과 Kirsner(1969, 227-231)는 Bloom 등 (1956)이 제안

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운동기능적 영역의 분류목에 따라 각 목표별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행위와 학습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유아영어

교육을 포함한 언어교육의 학습목표를 인지적 영역과 관련된 학습활동으로 보

고, 이를 중심으로 언어교육의 학습목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3.2 인지적 영역에서 지식의 위계

3.2.1 지식수준

지식수준의 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이 특정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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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상기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관련된 목표들이 제시된다. 그리고 

기억과 상기에 관련된 내용은 특수한 사실이나 보편적인 법칙, 특정한 방법과 절

차, 형태와 구조 등의 여러 가지 영역에 해당된다. 학습자들의 두뇌는 알게 된 내

용을 저장하는 일종의 창고에 비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수준을 

Metfessel, Michael과 Kirsner(1969)에 따라 다시 몇 가지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목표 진술을 유아영어교육의 특성에 맞게 정리를 한 것이다.

     

<표 2> 지식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행동목표와 행동내용

3.2.2 이해수준

이해라고 하는 이 분류목은 지적 기능의 가장 낮은 단계를 차지한다. 학습자

는 자신이 인지한 지식의 내용을 의미로 이해하고 이를 다른 수준의 내용으로 바

꾸거나 또는 이 내용 속에 포함된 지식으로부터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Bloom 등(1956)은 이러한 이해수준의 목표를 번역, 해석, 추론의 

3가지로 다시 분류했다. 첫째, 번역이란 이해된 개념이나 내용을 다른 언어로 표

현하거나 다른 상징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이다. 둘째, 해석은 주어진 자료들 사이

의 관계를 파악하여 정보화하고, 각 정보들의 중요성 정도를 알아내는 능력을 말

한다. 셋째, 이해의 수준은 추론이다. 이것은 주어진 자료들의 내용을 해석해서 

목표분류(지식) 학습행위 학습내용 

용어에 관한 지식

정의한다, 구별한다, 

확인한다, 기억한다, 

인지한다

단어, 술어, 의미, 정의, 요소

특정 사실에 관한 지식
상기한다, 인지한다, 

확인한다

사실, 사실적 정보(이름, 사건, 시간, 

장소, 이유 등), 특징, 예, 현상

특정 분야의 규칙에 관한 지식 
상기한다, 확인한다, 

인지한다

형태, 사용규칙, 방법, 

수단, 기호, 표시방법,  

경향과 계열에 관한 지식
상기한다, 확인한다, 

인지한다

행위, 움직임, 과정, 연속성, 발전, 

경향, 계열, 관계, 원리 힘, 영향

분류와 유목에 관한 지식
상기한다, 확인한다, 

인지한다

영역, 형태, 배열, 

분류, 유목, 유형

방법론에 관한 지식
상기한다, 확인한다, 

인지한다

기법, 사용법, 

절차, 다루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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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결론짓는 능력을 말한다. 

다음 표는 Metfessel, Michael과 Kirsner(1969)가 제시한 이해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유아영어교육의 특성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표 3> 이해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행동목표와 행동내용  

목표분류

(이해)
학습행위 학습내용

번역
자기말로 나타낸다, 예시한다, 읽는다, 변화시킨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 재진술한다

의미, 표본(예), 정의,  

표상, 단어, 구

해석
재배열한다, 구별한다, 그린다, 설명한다, 시범을 

보인다

적절성, 관계, 본질적인 것, 새로운 

관점, 결론, 방법, 이론, 추상성

추론
추정한다, 추리한다, 예견한다, 결론 내린다, 

구별한다, 확대시킨다

결과, 영향, 함축성 요인, 의미, 

필연적 귀결, 효과, 가능성

3.2.3 적용수준

적용은 새롭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된 개념이나 법칙을 사용하

는 일이다. 따라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관련된 개념이나 법칙이 미리 학습되고 

이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며,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목표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적용목표의 진술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 일

반원칙이 있어야 하며, 적용하는 행동을 지시하는 있는 언어 이 3가지 요건이 포

함된다. 

다음 표는 Metfessel, Michael과 Kirsner(1969)가 제시한 적용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학습행위와 학습내용을 유아영어교육의 특성에 맞게 정리한 것

이다.

<표 4> 적용목표에 사용할 수 있는 행동목표와 행동내용

목표분류 학습행위     학습내용

적용
응용한다, 일반화한다, 관계시킨다, 선택한다, 

발전시킨다, 분류한다, 조직한다, 이용한다, 변화시킨다

상황, 일반원칙, 이론, 결론, 

영향, 방법, 과정, 절차,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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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분석수준

분석은 어떤 전달내용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분해하여, 그 속에 포함된 

개념간의 상대적인 위계관계가 분명해지도록 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손미자, 2004). 우리는 이런 분석의 과정을 통하여 전달내용을 더욱 분명히 

하고 전달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전달내용이 어떤 방법

에 의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밝힐 수 있다. 분석목표 진술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문제요소를 분석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의사전달

자가 의도하는 가정, 가치, 관점을 분석하여 특정한 성질이나 기능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둘째, 여러 가지 요소나 부분 사이의 관계성 찾아내는 능력이다. 가설

과 증거 사이의 관계, 가정과 주장의 식별, 인과 관계나 계열성을 분석하는 능력 

등이 이에 포함되며, 논리적 관계의 분석도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자료의 구조 

원리를 분석하는 능력으로, 여기에는 조직, 체계적 배열, 구조 등을 분석하는 일

이 포함된다(Bloom 등, 1956). 

다음 표는 Metfessel, Michael과 Kirsner(1969)가 제시한 분석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학습행위와 학습내용을 유아영어교육의 특성에 맞게 다시 정리

한 것이다.

         

<표 5> 분석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행동목표와 행동내용

    

3.2.5 종합수준

종합은 단편적 요소나 부분들을 결합하여 전체로 구성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목표분류(분석) 학습행위 학습내용

요소의 분석
구별한다, 분류한다, 유목화한다, 

탐색한다, 확인한다, 인지한다

요소, 가정, 가설, 결론, 

(사실 이외의) 진술, (의도하는) 진술

관계의 분석
비교한다, 분석한다, 대비한다, 

식별한다, 관계시킨다.

부분, 상호관계, 일관성, 적절성, 주제, 

증거, 논쟁점, 아이디어, 가설

구조원리의 분석
분석한다, 구별한다, 

탐색한다, 환원시킨다.

형태, 배열, 구조, 조직, 유형, 

관점, 주제, 기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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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서로 분리된 단편이나 요소들을 재배열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나 

구조로 조작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종합목표 진술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 자신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창안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화자나 저자가 청자나 

독자에게 자신의 감정, 생각, 경험 등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이 있다. 

의사소통 방법은 그리기, 몸으로 표현하기 등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둘째, 단편

적 요소들을 어떻게 조작해서 전체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절차를 창안

하는 능력이다. 셋째, 요소들의 추상적 관계를 추출하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특

정요소나 내용들을 분류하고 조작해서 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추상능력과, 각각

의 상징적 표현양식에서  가설이나 일반 법칙을 끌어내는 능력이 포함된다. 

다음 표는 Metfessel, Michael과 Kirsner(1969)가 제시한 종합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학습행위와 학습내용을 유아영어교육의 특성에 맞게 정리한 것

이다.

<표 6> 종합목표에 사용할 수 있는 행동목표와 행동내용

3.2.6 평가수준

  평가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특정한 요소나 방법의 가치를 저울질하며 판단

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이러한 판단에 사용되는 기준은 양적일 수도 있고 질

적일 수도 있다. 평가의 유형은 내적 준거에 의한 판단과 외적 준거에 의한 

판단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준거는 학생 자신이 설정할 수도 있고, 관련된 분

야의 전문가들에게서 주어질 수도 있다. 

분류목표(종합) 학습행위 학습내용

의사소통의 창안
쓴다, 말한다, 관계시킨다, 생산한다, 구성한다, 

창안한다, 수정한다, 자료를 창안한다

구조, 유형, 생산(물), 수행, 

설계, 계획, 의사소통, 노력, 구성 

조작의 계획 및 

절차의 창안

제안한다, 계획한다, 생산한다, 설계한다, 

수정한다, 구체화한다

계획, 목적, 도식, 조작방법, 

방법, 해결방법, 수단

추상관계의 추출
분류한다, 종합한다, 도출한다, 종합한다, 

개발한다, 조직한다, 수정한다, 형성한다

분류, 개념, 도식, 이론, 

관계, 추상성, 일반법칙, 

가설, 지각, 방법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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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는 Metfessel, Michael과 Kirsner(1969)가 제시한 평가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학습행위와 학습내용을 유아영어교육의 특성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표 7> 평가목표에 사용할 수 있는 행동목표와 행동내용

IV. 유아영어 교수․학습방법

4.1 유아영어 교수·학습 구성요소

유아영어 교수학습은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볼 때 크게 교육내용으로서 영어 

지식, 교육환경으로서 다중지능, 교수․학습방법으로서 지식의 위계로 구성할 수 

있다. 유아영어 교육내용은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 영역에 있는 내용 체계를 영어형식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조직

한다. 그리고 유아의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특성에 맞는 활동을 전제로 한 영어

교수요목이 선정되어야 한다. 

Armstrong(2000)에 따르면, 학습환경은 다중지능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리․논리적, 신체운동적, 공간·시각적, 음악적 활동 및 사회관계 활동, 자연탐

구 활동을 위한 학습자료와 물리적 공간이 의사소통활동과 연계되어 꾸며질 수 

있다. 다중지능을 고려하여 유아영어 학습환경을 조성하면 학습자의 다중지능 

요소를 자극하여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어 학습내

용이 학습자의 지적 영역과 일치하여 습득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움을 줄 

목표분류(평가) 학습행위 학습내용

내적 준거에 의한 판단
토론한다, 판단한다, 총평한다, 

결정한다, 타당화한다, 

정확성, 일관성, 허구, 

오류, 신뢰성, 정밀성

외적준거에 의한 판단
고려한다, 비교한다, 토론한다, 

판단한다, 대비한다, 표준화한다,

목적, 수단, 효율성, 경제성, 

신뢰성, 대안, 행위과정, 

표준, 이론, 일반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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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교수․학습자료는 유아의 성장에 따른 인지적 특성, 정서적 가치체계, 교육환

경 등을 고려하여 실제성이 있거나 상상 가능한 스토리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유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교훈적 전래동화들을 각색하여 필요한 영

어형식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장형식은 특정한 개별적 문

법지식이 아니라, 위치중심 언어인 영어의 특성을 내재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

편적 구 또는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다중지능적 학습 자료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위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영어학습 자료를 인지하여 

이해하고, 영어학습 자료 또는 내용을 자신의 생각에 적용하거나 분석하면서 종

합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내적 지능을 활용하여 성취 정도를 자기

평가 해보거나, 발표를 통해 동료들의 학습결과와 비교해 보는 활동이 고정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 <표 8>은 누리과정에 따른 영어 교수․학습단계의 구성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누리과정에 따른 영어교수· 학습단계

단계 학습활동분류 교수·학습활동 교수·학습자료

정보

인지

인지

이해
Puzzling

Unscramble

Recognizing

Identifying

defining

describing

guessing

요소추출

선행지식

singing the song

targeting

getting words & 

forms...

정보

처리

분석

적용

종합

Processing

Grouping

Comparing

Contrasting

ordering

connecting

inferring

속성확인

개념정립
enjoying story

정보

평가
평가

Watching 

&

Acting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평가

acting

singing the song

formative test

worksheet...

4.2 유아영어 교수․학습과정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 교수·학습 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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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중심, 생활중심, 개별화, 집단역동성, 자발성, 그리고 융통성의 원리 6가지이

다. 그리고 교수·학습내용은 주제중심 통합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교수·학습방법

으로는 프로젝트 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프로젝트 활동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과제와 문제해결 과정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 따라 과제를 해결하여 결과를 보고

하는 활동이다(지옥정, 1995).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스스로 주제를 탐색하고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유아의 경우 학습결과보다는 과정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Donna, 1998).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은 외적 동기보다는 유

아의 흥미와 만족감과 같은 내적 동기로 촉진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프로젝

트 활동은 개인별 또는 집단별 창의적 활동을 전제한다. 그리고 그러한 창의성의 

결과는 언어수행을 통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역할놀이는 최종단계에서 창의적 

언어수행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아래 <표 9>는 프로젝트 중심의 유아영어 교수․학습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유아영어 교수․학습과정

Steps
English Constructing

With Puzzles

Stories Constructing

With Books

English 

Performing 

with Actions

Prepare

target &

background 

knowledge   

words 

forms
target stories

watch 

DVD

Practice

words

phrases

sentences

concepts

awareness

phonics

unscramble

linking

grouping

stories-

making

changing

completing

unscramble

connecting

grouping

listen &

speak 

stories

Perform
개별수행

집단수행

단어완성

그림완성

속성이해

개별수행

집단수행

영어→그림

그림→영어
역할놀이

Assess 숨은그림찾기 구-문장
read & 

write
형성평가

4.3 유아영어 교수·학습과정의 운영

유아영어수업은 1주에 한 주제를 다루면서 2-3차시로 진행하고, 4주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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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마다 중단원의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1주의 수업이 하나

의 주제로 진행되면서 4주가 대 주제를 갖게 되는 위계적으로 연결된 교재가 개

발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활동에 적합한 교수·학습자료는 크게 유아학습자의 인

지적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퍼즐(puzzle), 그 퍼즐의 내용이 들어갈 활

동지를 포함한 이야기책, 영어사용 활동을 시연하고 학습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동영상 자료로 이루어진다. 그 수업의 절차와 차시별 교수·학습 자료 및 교재 구

성내용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차시별 교재구성 내용

Period 1 English Constructing With Puzzles

Prepare
노래와 함께 학습목표를 인지

배경지식 활성화를 위해 관련요소를 제시
Opening Song

Practice

퍼즐(unscrambling, linking, grouping)을 통해 

단어, 구, 문장, 개념을 구성

퍼즐 phonics를 사용하여 어휘, 영어 음 인지 및 

음철 능력을 배양

Guided 

Puzzling

Perform

퍼즐(unscrambling, linking, grouping)을 통해 단어, 구, 

문장, 개념을 구성

퍼즐 phonics를 사용하여 어휘, 영어 음 인지 

및 음철 능력을 배양

Independent or

cooperative 

Puzzling

Assess

기 사용된 퍼즐을 이용하여 성취목표 도달 여부 확인 및 

단위 수업 내용의 복습 및 마무리 활동

(예: 숨은 그림 찾으며 영어 사용하기) 시행

Recapping 

Puzzling

Period 2 Stories Constructing With Books

Prepare
노래와 함께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1차시 학습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요소 제시
Opening Song

Practice
음향 효과가 있는 음성자료를 그림과 함께 제시

스토리 북을 그림과 관련지어 읽는다.

Guided Reading

Guided Writing

Perform

그림을 영어에 matching시켜 스토리를 구성

영어를 그림에 matching시켜 스토리를 구성

*matching styles: connecting, grouping, unscrambling

Independent or

cooperative

constructing stories

Assess

영어 내용에 맞게 이동 또는 채색, 도안하여 그림을 완성

그림의 내용에 맞게 단어, 구, 문장을 

사용하여 영어 이야기를 완성

read &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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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3 English Performing with Actions

Prepare
노래와 함께 학습목표를 인지

총괄 복습을 위한 관련요소 제시
Opening Song

Practice

‘Smart APP’ 또는 DVD를 시청

부분적인 역할극에서 영어를 사용

점층적으로 영어 역할극을 완성

Guided 

Role-play

Perform 퍼즐 게임으로 영어 사용 극을 실행
Puzzled

Role-play

Assess 1주의 학습 내용을 형성 평가 Worksheet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금까지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영어교육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따라 2019년 정부가 유아영어

교육 금지조치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영어교육의 방향과 구체적 

방법을 모색해 보고 그것의 실제 적용가능성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들이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하지만,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요구에 따라 유아

의 특성을 고려한 영어교육과정과 교재개발과 수업모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2)과 

연계하여 유아영어교육 목표와 내용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Bloom 등(1956)이 제시한 지식의 위계에 따라 유아영어 교수학습 단계를 제안

하고, 각 단계를 세분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행위와 학습내용도 제시하

였다. 유아영어는 현장에서 하나의 교과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영어교육자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수업을 운영할 교사의 능력은 어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려는 항상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즐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유아영어 교육자료 구성방안과 교사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프로젝

트 중심 수업단계 및 차시별 수업과정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유아의 인지발달과 

언어습득에 따른 보다 심도 있는 유아영어 교육의 이론적 논의와 그것에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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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실천적 적용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 및 그 효과에 대한 검증연구들이 필요하다

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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