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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잇 영어교실 운영
원장 소개



말하기(Speaking)/ 쓰기(Writing) 
위주 교육으로 변경

2021까지 전 학교에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보급

2015 교육과정 개정
영어 교육

주관식 문항 객관식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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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위주의 수행평가



교육과정 개정의 의미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



교육부(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는오늘 2019년 7월 29일(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디어교육이란미디어로필요한정보를찾고제공되는정보를비판적으로이

해하는데서나아가, 미디어를활용하여정보와문화를생산하고사회에참여하

는역량을기르는교육을의미한다.

최근휴대폰보급의저연령화, 1인미디어확산등미디어환경이급변하고미디

어를통한의사소통이활발해짐에따라미디어 교육에대한체계적정책지원이

요청되고있다. 이번계획은학생들이다양한콘텐츠 제작활동을통해창의·문

화적감수성을키우고미디어를책임감 있게 이용하며비판적사고력과합리적

의사소통능력을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으로성장하도

록지원하는미디어교육을내실화하기위해마련되었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미디어교육으로 변화

교육부 스토리텔링 미디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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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텔링
스토리
텔링

스토리텔링이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행위

교육에 스토리텔링을 적용학습하는 방법론은 다수의 선생님과 교육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

습니다. 학생들은 스토리텔링 학습을 통해 더욱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교육이란?
스토리텔링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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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잇 영어교실의 교육 방향
스토리텔링 미디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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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잇 영어교실은 교육부의 최신 트랜드에 맞춰
스토리텔링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창의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웁니다.



주입식 공부 설명하며 같이 공부

두들러는 쉽고 재밌게 학생들이 직접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이야기 도구 “두들잇”을 개발합니다.

VS

다음 중 공부했을 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스토리텔링 교육이란?
직접하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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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며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상한 내용에 대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숙달하며 표현력을 키웁니다.

논리력

표현력

이명숙. 201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언어적 창의력 신장방법 연구
김재춘. 2009. 의미생성 활동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함의
진선희. 2008. 스토리텔링을 통한 창의적 표현력 신장
Torrance, E. P. 1964. Role of evaluation in creative thinking.

스토리텔링 미디어교육의 학습효과
서사창의력 발달

다양한 수업활동에서 공부하며 창의력을 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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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주관식 시험 완벽 대비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한 문장력 훈련

체험 / 미디어교육을 통한 창의력 개발

다양한 체험과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을 통한 창의력 개발

자기주도적 수행능력 향상(수행평가 / 대입논술 등)

학생 개인 특성과 연계한 교육으로 스토리텔링 진행(생각하는 습관 기르기)

두들잇 영어교실의 교육 방향
스토리텔링 미디어교육

스토리텔링을 통한 영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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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잇 영어교실 운영
강사 소개



두들잇 영어교실의 교육 방향
3대 융합 교육(교육 컨텐츠 / 솔루션 / 교육방법) 실시



커리큘럼 소개
두들잇 영어교실

1

1

1

1

1



커리큘럼 소개
두들잇 영어교실



커리큘럼 소개
두들잇 영어교실



커리큘럼 소개
두들잇 영어교실



커리큘럼 소개
두들잇 영어교실



커리큘럼 소개
두들잇 영어교실



커리큘럼 소개
두들잇 영어교실



커리큘럼 소개
두들잇 영어교실



커리큘럼 소개
두들잇 영어교실



커리큘럼 소개
두들잇 영어교실



커리큘럼 소개
두들잇 영어교실



커리큘럼 소개
온라인 영어도서관 제공



커리큘럼 소개
두들잇 영어교실



커리큘럼 소개
ONLINE 학습



커리큘럼 소개
ONLINE 학습



커리큘럼 소개
ONLINE 학습



커리큘럼 소개
ONLINE 학습



커리큘럼 소개
ONLINE 학습



커리큘럼 소개
ONLINE 학습



커리큘럼 소개
학습 단계

STEP 1

STEP 2

STEP 3

1. Listening 
2. Vocabulary 
3. Reading - sentence explanation  
4. Speaking - Role play
5. Grammar & Writing  (workbook)

1. Vocabulary test 
2. Sentence review (workbook)
3. Speaking – Shadowing

4. Grammar & Writing (workbook)

1. Review
2. Book Reading through 

Tumblebook Library 
3. Making my own story with 

Doodle-it (once a month)



두들잇을 활용한 스토리메이킹
Readers Book 내용을 확장하여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

1. Brain 
Storming

2. Theme 
Specification

3. Theme 
Development

4. Theme 
Sequencing

5. Make My 
Own Story

Readers book - He Comes With Me 의 활용

1.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한 브레인스토밍

Q: What kind of pets do you like?
A: Dogs, cats, rabbits, hamsters, birds, etc.

2. 주제 구체화 시키기

Q: Draw your (imaginary) pet. Name your pet.

3. 주제 발전시키기

Q: Where do you want to go with your pet?
What do you want to do with your pet? 
What do you like about your pet?
Would you describe your pet?

4. 이야기로 만들기

Sentence writing & revision

5. 두들잇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완성하기



커리큘럼 소개
학습 단계

두들잇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Making My Own Storybook 활동

Readers Book 내용을 확장하여나만의 스토리 만들기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 도구 “두들잇”

“두들잇”은태블릿PC를활용하여목소리(말하기),글(쓰기)및 사진,그림,클립아트,음악,캐릭터등다양하게표현되

는콘텐츠들을사용하여쉽고빠르게학생개개인의나만의이야기책등개인별포트폴리오(스토리북/단어장/학습

관리노트/일기장/카드등)만들수있는창의체험학습모바일/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토리텔링 어플리케이션 소개
창의 체험 에듀테크 솔루션

사진 그림 클립아트 캐릭터 글 음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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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쉬운 이야기도구

모바일로
파워포인트 / 키노트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어려운 조작 없이
터치 및 음성으로 끝!

내 맘대로 만드는 나만의 책
다양한 방식을 내 맘대로!
(카툰,소설,카드뉴스,시 등)

이야기 도구 두들잇?

* 움직이는 그림(gif)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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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메이킹 어플리케이션



두들잇으로 손쉽게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만들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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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메이킹 어플리케이션



그동안 두들잇 프로그램의 성과

서울 오금초 등 60개 학교 대상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청담도서관 등 30여개 도서관 대상 스토리텔링 강의

2018 강남/안양북페스티벌부스운영

시니어 자서전 만들기 등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2017년/2018년군포시 영어캠프 운영

카이스크멘토원어민영어/과학캠프진행 (초등생 104명)

2017년~2019년 속초양양교육청 진로진학 운영

AI 코딩(드론)/VR/스토리텔링미래직업체험캠프진행 (중학생 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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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만들기 예시

두들잇으로 만든 다양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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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메이킹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플레이어

나만의이야기를언제어디서든

e-book형식으로볼수있습니다.

감정 표현

서로이야기에대한느낌을

표현하며소통할수있습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

내가직접만든콘텐츠레퍼런스를

Real-time으로즉시저장합니다.

손쉬운 공유

나만의이야기를네트워크를통해

손쉽게공유할수있습니다.

두들잇을 통해 내가 만든 이야기들을 저장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친구의 이야기에 댓글, 감정표현 등을 하며 소통 할 수 있습니다.

두들잇의 편의성

사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기능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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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메이킹 어플리케이션



두들잇의 학습효과

재미있게 수업활동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재밌었다고, 담에

또 이 수업하면 꼭 신청

해달라고신나게얘기하

는아이를보니감사문자

를안남길수가없네요.

-학부모

좋은수업해주셔서

너무감사드리고다음에

좋은 수업이 있으면 ㅇ

ㅇ도서관에서 수업 꼭

부탁드립니다

-ㅇㅇ도서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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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메이킹 어플리케이션



두들잇의 성과

2018 이러닝우수기업콘테스트

솔루션부문 대상
교육부총리(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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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메이킹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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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체험 / 미디어 활동을 통한 교육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흥미있는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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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잇 영어교실 운영
반별 운영시간

Phonics 1

Phonics 2

Story 1

Story 2

Stor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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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잇 영어교실 운영
영어교실 도서관 운영



영어교육,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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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교육 실시
창의 체험교육의 중요성



창의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교육 실시
흥미를 위한 미디어 교육



두들잇의 학습효과
창의 체험 에듀테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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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함께 스스로 생각하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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