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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나 영어가 되요. Thank you Rich

선생님, 나 영어가 되요.
Thank you Rich.

One, two, three, cue!
방송부 어린이들의 Cue sign이 떨어지고, 세계 제일을 꿈꾸는 유안 꿈나무들의 아침 방
송시간,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가 빛난다. UK, 친근한 스코틀랜드 억양의 Rich 목소리가
전파를 탄다.
“Good morning everyone. I am Rich”
“Welcome to Rich’s English Cafe”
스코틀랜드 자연환경과 국기가 영상과 함께 소개되고 스코틀랜드 대중음악이 유안 버들
언덕을 달린다.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Rich 마음이 목소리에 그대
로 묻어난다. 스코틀랜드 문화와 풍습을 소개하며 신나하는 Rich 선생님과 낯선 이국적인
풍경과 언어에 우리 유안 친구들의 호기심과 진지함이 넘친다. 다음 유안 꿈나무 어린이차
례, 한국의 아름다운 4계절과 세계적인 건강음식, 김치를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Rich에게
소개한다. 서로의 다른 문화와 풍습, 생활방식, 언어를 접하면서 우리는 다름에서 오는 차
별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며 조금씩 서로를 배
우고 알아간다. 아름다운 유안의 아침 풍경이다.
Ending 1분 전, 모든 어린이들의 시선이 Quiz Box 안의 Rich 손 끝을 향하고 숨소리
조차 들리지 않는다. Rich가 당첨자를 추첨하는 순간이다. 퀴즈에 응모한 어린이들의 심장
이 순간 떨린다.
“Congratulations, 채완, in the grade four, class six you’ve just won a fabulous prize.”
한숨과 환호,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다. 그리고 다시 도전이다.
“Please, listen carefully. Here is the quiz for today.” “What sports do peop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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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land play?”
친절한 Rich, 아침방송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Sport에 촛점을 맞춘
다. 모두가 잘 들어서 이해했다는 만족스런 표정과 함께 바쁘게 퀴즈 응모권에 정답을 적
는다. 다음 주 목요일 다시 한 번의 행운을 기대하며……
유안의 가족으로 Rich와 함께 생활한지 올해로 2년째다. 남도 빛고을에서는 유안이란
이름 두 글자 들으면 누구든지 명품 교육의 장으로 고개 끄덕이며 알아주는 학교, 그 학교
에 2년 전 Rich 등장은 별로 놀랄 일은 아니었다.
학교 특성상 유휴교실이 전혀 없는 관계로 원어민 중심 학교가 아닌 보조학교로 일주일
에 두 번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는 점이 처음에는 내심 아쉬웠지만 이틀을 일주일 근무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해주는 Rich를 보고 아쉬운 마음은 접기로 했다. 유안의 영어교육을 위
해 아침방송준비,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년교재연구, 수업자료준비, 방학영어 캠
프보조 등으로 항상 바쁜 와중에도 개개인의 교사 연수까지 세세하게 챙겨주고 도움을 주
는 친절함은 Rich의 또 하나의 장점이다. 무엇보다도 Rich의 강점은 수업에 임하는 적극
적인 자세. 동기유발 자료에서부터 다양한 게임과 활동위주의 영어수업은 판에 박힌 소극
적인 정규수업 변화는 물론이고 영어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세계 제일 명품교육을 꿈꾸는 유안호의 선장이자 유안 꿈나무들에게 가장 큰 background,
인기 짱인 김향자 교장선생님.
이 고장 빛고을에서 학교와 아이들 사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신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이라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실 리가 없었다.
많은 협의와 사전조사를 거친 뒤 방과 후 프로그램 담당교사 이쁜이 정지선 선생님의 수고
로움과 교장, 교감, 여러 선생님들, 학교 운영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Rich의 영
어 방과 후 활동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Rich 근무 요일에 맞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만 프
로그램이 운영된다는 한계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매일 운영되는 사교육의 학원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아쉽고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높은 프로그램과 Rich 열정에 모두는 대
만족이었다.
방과 후 활동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던 날, Rich는 학부모님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와
긍정적인 Feedback을 받고 무엇보다 기뻐하였다. 몇몇 학부모님은 학원과 방과 후 학교
영어 프로그램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시며 Rich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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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안전한 학교 안에서 이런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 영어를 직접 체험하고 배
울 수 있다는 점에 감동하시는 눈치 같았다. 원어민 담당교사로서 괜히 내가 공개라도 한
것처럼 기분이 우쭐해지는 순간이었다.
“Wonderful”, “Thank you”라는 낯선 이국 땅 학부모님들의 한 마디에 자신을 뿌듯해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Rich 모습은 내 눈에도 한 눈에 보일 정도로 가슴 벅차하며 좋아하
는 모습이었다. 그 날 나는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원어민 보조교사로서 가르치는 것
에 최선을 다해준 Rich, 유안 꿈나무 방과 후 영어부, 참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모두모두
진심으로 감사했다.
여름방학을 며칠 앞두고 진행된 6학년 원어민 보조교사 정규 공개수업에서도 Rich의 적
극적인 교수태도는 큰 호응을 받았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낸 흥미진진한 게임들, 동기유발
자료로 쓰여진 다양한 직업 사진들, 직접 준비한 개인 실물 자료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하
지도 넘치지도 않게 수업을 진행한 Rich는 마치 잘 나가는 한 영화의 유명 영화배우처럼
인기 있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었다.
등하교길이나 급식실, 복도 어디서든지 Rich는 학생들에게 영어는 공부해야 할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라 세계 공통어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배워야 할 하나
의 말, 언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그럴 때마다 영어는 생생한 생활영어, 의사소
통기능의 언어로서 우리 꿈나무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로 다가감을 느낀다.
지난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열린 유안의 “Fun & Free Yuan English Camp”는 유
안 꿈나무들이 그동안 교과서 안에서 배웠던 영어를 교실 밖에서 신나게 즐기며 온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영어체험 캠프가 되었
다. 국제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신장은 물론이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영어공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한 의미 있는 캠프였다.
비록 5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알찬 프로그램과 Rich의 적극적인 캠프운영, 캠프의
규칙을 잘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며 성실하게 참여하고 활동해준 멋진 유안 꿈나무들에게
이번 여름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매일 운영되었던 Snack bar에서의 자연스러운 영어사용과, “누가 가장 큰 폐활량을 갖
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영어로 진행한 과학실험 수업, 선생님의 코믹한 액션, 제스처와
함께 동화책을 읽고 활동하는 Storytelling시간, 다양한 자료들과 흥미 있는 퀴즈 문제로

9

2011 EPIK 원어민 초청활용 우수사례부문

✱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알아보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꿈을 키워보는 Culture
class, 5대양 6대륙을 누비며 각양각색의 나라이름을 외워보는 게임 등을 통해 영어를 직
접 몸으로 체험하며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가졌다. 또한 음악과 뮤직 비디오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악기, 각 나라의 음식과 스포츠, 유명한 인물, 국기, 사용되는 화폐 등을
알아보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운 시간도 가졌고, 신나는 Cooking Class를 통해 샌드위치와
수박화재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와 요리활동을 영어로 배워보며,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수박화채까지 더운 날씨에 참여한 보람과 즐거움이 있다고 모두들 신나했
다. 그리고 모두에게 잊지 못한 날이 된 캠프 마지막 날, 땀으로 뒤범벅이 되도록 뛰고 달
렸던 스코들랜드식 Dodgeball 체육 시간, 선물 상자를 이용한 Farewell party, 그리고
Feedback 활동과 Skit 공연까지. 모두들 마지막 순간까지 온몸으로 즐겁게 영어와 노는 날
이었다. 수료증을 받으며 기쁘다는 생각보다 캠프가 끝나는 아쉬운 마음에 모든 친구들이
섭섭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도서 상품권과 함께 베스트 캠프 상을 받은 5명의 친구들을 포함, 이번 여름 캠프에 성
실하게 참여해준 세계 제일을 꿈꾸는 유안의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안아주었
다. 여름 캠프는 끝났지만 다음 겨울 캠프 때 더욱 더 성숙하고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아쉬운 여름 캠프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사실 오랫동안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영어를 담당해온 나로서 정부의 원어
민 활용 영어교육정책을 늘 두 손 들어 환영할 만큼 만족스런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원어민을 수입해서 우대해 주느니 놀고 있는 우리나라 영어과 출신들을 구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어떤 지인의 말처럼, 그 말에 같이 동참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편 원어
민 활용대비 수많은 예산과 그에 따른 영어교육의 효과를 생각해볼 때, 회의적인 관점으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Rich가 서로의 말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몸짓, 손짓 섞어가며 서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채고 이해하려는 진지한
모습을 볼 때는 실생활 속에서의 체험, 상황중심의 실용영어의 진가를 우리 아이들이 Rich
와 함께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음을 느낀다.
초등영어교육의 목표인 의사소통능력 신장이 교실 밖에서 저절로 실현되는 바로 이런
멋진 장면들을 본다는 것은 영어를 담당하는 나에게는 분명 보람찬 기쁨이다. 또한 원어민
활용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은 또 한번의 turning point와 함께 언제 그랬냐는 듯 혼자 고
개 끄덕이며 원어민 활용 예찬론자가 된다. 초등영어교육정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원어민 활용 초등영어교육정책의 더할 나위없이 이상적인 영어교육의 목표가 아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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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라고 자칭 결론 내리면서……
끝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은 우리 아이들 뿐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내 개
인적인 입장에서도 나의 영어기능을 한 단계 더 upgrade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고 생각한다. 영어과 ‘교실수업연구개선대회’ 입상, TEE 교사인증, 영어과 심화연수 프로
그램 출강, 다양한 영어과 공개수업 등 영어와 관계된 많은 일들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원어민 보조교사, 그들과 함께
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어느 덧 겨울로 접어든 길목이다. 올 1년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어로 부대끼며 신나게
왔다. 적당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잘 따라와 준 유안의 자랑스러운 꿈나무들과 언제나 든든
한 유안의 영어지킴이 Rich에게도 큰 박수를 보낸다. 내년에는 자랑스러운 유안의 모든 영
어 꿈나무들이 올해 보다 더 멋지고 알찬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 쑥쑥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활동사진들 1: 영어아침방송진행

세계 제일을 꿈꾸는 유안 꿈나무와 함께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Rich

진지하게 시청하며 따라 배우는
유안 2학년 꿈나무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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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문화소개(Music)와 Rich의 Talk show

퀴즈에 응모하는 유안 꿈나무와 신나는 퀴즈 당첨자 발표시간

활동사진들 2: 방과후 활동

Rich 선생님과 함께 실생활영어 익히기

12

우리끼리도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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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는 물론 읽기, 쓰기까지도 OK

선생님, 나 영어가 되요. Thank you Rich

진지하게 참관하시는 교감선생님과 학부모님들(어?
선배 언니들도)

활동사진들 3: 영어과 원어민 공개수업

수업에 올인하는 Rich 선생님

Co-teacher와 호흡도 척척

와! 우리조가 당첨이다.
(Rich 선생님과 함께하는 Activity)

영어과 담당 선생님들과 수업협의회도 진지하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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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들 4: 교사연수와 Rich’s English Cafe 운영

Co-teacher와 수업협의

교사 개인연수에도 친절한 Rich 선생님

Rich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Rich’s English Cafe

Rich’s English Cafe를 통해 영어실력 Upgrade!

활동사진들 5: Fun & Free Yuan English Camp 영어캠프

Snack Bar에서 영어사용은 기본

14

지루한 과학수업도 Rich 선생님과 함께하면 Fun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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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더로서 국제 감각키우기

선생님, 나 영어가 되요. Thank you Rich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풍습 알아보기

활동사진들 6: Fun & Free Yuan English Camp 영어캠프

스코틀랜드식 샌드위치 완성이요.

Rich 선생님. How much is it?

달콤 시원한 유안표 수박화채

온몸으로 영어와 함께 활동한 즐거운 체육시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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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들 7: Fun & Free Yuan English Camp 영어캠프

16

아쉽지만 선물에 행복한 Fare Well 파티

드디어 Skit 시연! May I help you?

의사와 환자 Skit (at the hospital)
I have a headache.

아쉬운 작별의 시간. 교감선생님께 수료증과 함께
베스트 캠프상 도서상품권을 받으며

✱

금상

금상

임은숙
(인천 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We are Twins. - You are the Canadian version of me!

We are Twins. - You are the
Canadian version of me!

Oh, my God! Jennie, you lost it, again. I’m so soooorrry.
Oh, Sue, You are so mindless! You lost my stick again.
You don’t know where you left it? This is my stick! No, this is my stick!
이쯤되면, 나와 제니 둘다 하나 남은 지휘봉을 사수하고자 물불 안 가리게 된다. 지휘봉
은 교실에서의 굉장히 상징적인 여자교사가 실업계남자고등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필수적
인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체벌로 사용한다기 보다는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 교탁을 두드린
다거나. 학생을 지명할 때 떠드는 학생을 지도할 때 여러모로 유용하다. 제니도 벌써 혼자
서 학생을 휘어잡는 모습이 한국영어선생님 못지 않게 야무지다. 학생들을 자유자재로 통
재하며 수업을 훌륭히 이끄는 제니의 모습에 그녀의 부모라도 되는양 흐뭇할 뿐이다. 난
정말 제니를 잘 가르쳤어!! 난 너무 잘났어!! 자부심이 몰려오는 순간이다.
아무리 영어를 잘 구사하시는 원어민 선생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학생들을 교실에서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Know-How가 있다. 어떻게 우리 제니가 훌륭한 토종 영어 교
사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자.

1. Survival Skills in Korea
가. Lesson One 교실을 장악하라“권위를 세워라”
수업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원어민 교사가 단지 게임을 하
며 즐거움만 주는 존재면 학생들이 떠들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학생들을 지도하기
가 어려워진다. 재밌지만 무시해서는 안되는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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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통제하고 수업에 잘 참여하고 열심히 하도록 지도할 수가 있다. 교실의 통제권을
학생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된다. 학생들 위에서 권위를 가지고 지배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학생들은 순한 양처럼 원어민 교사에게 복종하며 수업을 진지하게 듣는 것이다.
권위있는 영향력있는 교사가 그들이 가르치는 영어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첫째, 규칙을 세운다. 수업 첫 시간에 지켜야할 규칙을 명확히 가르친다. 그리고 그 규칙
을 일관성있게 적용한다.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면 상이 있고 어기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
음을 상기시킨다. 상벌점제를 이용하고 있다.
둘째, 훈육에 동참한다. 수업시간에 문제가 있었던 학생을 반드시 지도하여 다시는 반복
되지 않도록 교훈을 주어야 한다. 한국인 영어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이 같이 훈육을 해야
한다. 원어민 선생님은 단지 가르치는 강사일 뿐이고 벌은 주지 않고 수업시간에 멋대로
해도 된다는 암시를 하면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를 무시하기 시작한다. 잘못된 학생의 태도
가 수정될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훈육을 원어민 교사가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해야 한다. 처음에 학생들에게 잘 인식시키면 1년을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있다. 항상 처음
이 중요한 것 같다. 수업 후 남기, 청소하기, 숙제 10번 써오기, 그래도 안되면 학생과 지
도받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잘못을 수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상, 벌 주사위를 굴려라. 제니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로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
고 시큰둥하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조를 짜서 팀점수
를 매기는 것이다. 수업에 참여할 때, 숙제 잘해올 때, 공책, 파일, 펜 등의 준비물을 모두
가져왔을 때, 수업시간에 우리말로 영어를 번역해 주었을 때, 칭찬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플러스 점수를 주고, 수업에 늦게 오거나, 준비물을 빠뜨리거나, 태도 불량, 졸거나, 떠들거
나,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팀에 마이너스 점수
를 주고 수업이 끝나면 가장 점수가 높은 팀에 Winner’s Die를 던지게 해서 사탕, 초코파
이, 선물, 수행평가태도 플러스, 면제권 등의 상으로 보상하고, 점수가 영점 이하로 내려간
팀은 Punishment Die를 돌려 여러 가지 벌칙을 준다. 벌 주사위는 돌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것을 시작하고부터 눈에 띄게 팀원 간에 단합이 잘되고 수업시간에 의식적으로
참여를 하며 수업태도개선이 되었고 학생들 스스로 점수를 보며 경쟁적으로 서로 견제하며
승자의 주사위를 굴려보고자 하고 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점수 관리를 하게 되었다. 주사위
돌리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선물을 기다리며 기대도 하며 수업 참여도가 좋아져서 일석
이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니는 정말 천재다. 이렇게 쉽고 효과적인 것을 만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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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wins. - You are the Canadian version of me!

나. Lesson Two“Having Fun with Students”
원어민 교사와 학생들이 교실수업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여러 가지 행사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하게 되었고 원어민 교사와 레포를 형성하여 좋은 상호작용과 관계를 통해 스
스로 영어공부를 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1) 원어민 인천 근교 명소 문화탐방

인천근교의 명소를 탐방하며 원어민 교사에게 우리나라의 명소와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
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영어회화 구사 능력을 향상시켰다. 원어민 교사와 일상 회화를 자유롭게 해
봄으로써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흥미를 고취시키게 되었고 영어 학습 환경을 교실
밖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정규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함으로서 영어 사용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인식
시키게 되었다. 학생들에게는 영어과 체험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원어민
교사에게는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알게 되었으며 학생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되었
다. 야구장에서 야구 용어를 영어로 공부하고 구경하며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영어공부가 굉장히 실용적이 되었고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보며 잊지 못할 경험이 되
었다. 다녀온 학생들 모두 제니와 친밀감이 높아졌고 수업시간에도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
을 보여서 영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무척 중요함을 알았다.
(2) Speech Contest 실시

EBS 영어방송 내용을 주제로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EBS 프로그램 활용을 장려
하였다. 원고심사로 본선참가자를 결정하였다. 예선은 1학년 30명, 2학년 13명, 3학년 10
명이 참가하여 영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여주었고 동기유발의 역할을 하였다.
본선진출자 1학년 16명, 2학년 6명, 3학년 1명이 4명의 원어민 교사와 3명의 영어교사
에게 집중지도를 받는 본선진출 집중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원어민 교사에게 본선 연습지도
를 받아 발음이 유창해졌고 영어문장을 외워 발표함으로써 자신감 및 성취감을 고취하였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영어실력이 우수한 학생 뿐만 아니라 실력이 낮은 학생도 의
욕적으로 참가하여 본선훈련동안 강세와 억양 발음 등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자신감을 얻
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다. 본선대회는 영어로 진행하고 교장선생님의 영어오
프닝 스피치는 학생들에게 고무적인 역할을 하였다. 영어말하기대회에 영어오프닝, 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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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어메이징한가!! 정말 훌륭하신 교장선생님의 용기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본선대
회에서 스피치를 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제니와 나는 그들의 일취월장한 영어실력과 그들
이 거의 한달 동안 들인 노고에 감동과 뿌듯함을 느꼈다. 대회자체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
영어실력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깨달았고 그들이 이룬 결과에 성취감과 만족감을
학생들이 느끼게 되어 매우 자랑스러웠다.
(3) English Drama club

영어전용구역 활용을 극대화 하고 학생들의 적성을 계발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향상
시키고 원어민 교사와 지속적으로 영어대사, 노래, 춤 등을 연습함으로써 친분을 쌓고 자
연스럽게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같이 즐거움과 어려움을 경험함으로써 원
어민과 영어에 대한 울렁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축제때 공연을 같이 하여 성취감과 만족감
을 경험할 수 있었다. 교실에서 영어단어와 문장을 외우고 발음을 공부하는 딱딱한 영어학
습을 떠나 연극을 위해 영어가 도구로 쓰임으로써 동기부여 되어 열심히 영어대사를 외우
고 영어노래를 암기하며 부르게 됨으로써 자기주도적 영어학습으로 영어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제니와 나, 그리고 영어인턴선생님이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였다. 제니는 연극대본
작성과 지도, 나는 춤안무와 춤지도, 영어인턴선생님은 노래를 지도해 주셨고 우리는 환상
적인 팀워크를 자랑하며 Momma Mia를 성공적으로 인전제에 올리게 되었다.

2. Breaking Stereotypes
좋은 관계는 마음을 열고, 의사소통과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약간의 행운(a little
luck)이 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갈등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차
이를 존중한다면 좋은 친구, 좋은 동료를 얻을 수가 있다. 제니는 지금 나의 베스트 프렌드
이며 존경할 만한 동료 교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 교사들이 갖는 보편적인 원어민에 대
한 편견은 수업시간에 술먹고 늦게 옴, 수업 지도안을 안짬, 한국인 교사를 비서로 생각함,
돈만 생각함. 무례함 등이 있고, 원어민 교사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한국인 교사에 대한
편견은 노예처럼 일한다. 매우 보수적이고, 속이 좁고, 위선적이고, 원어민 교사를 미워함
이다. 편견이란 진실의 왜곡이라는 뜻이다. 제니와 나는 잘못된 편견을 서로 깨기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려고 한다. 그녀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받
아들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의 삶이 풍요롭고 활기차게 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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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나는 반쯤 제니와 같은 사고를 하고 제니는 한국인의 문화를 온
몸으로 즐기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남남이겠는가. 그녀는 나의 쌍둥이 캐나다 동생
인 것이다.

말하기 대회 실시 자료

말하기대회 본선 지도 파워포인트

말하기 대회 심사기준

원어민 지도교사 소개 1

원어민 지도교사 소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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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 학생 지도 장면

Hello, everyone! My name is Kim
soohyun. My major is electronic circuit
design. I am in the first glade.
My English Speech Contest topic is
‘Korean culture’, so I’m going to tell
you about a Korean traditional tale.

말하기 대회 참가 학생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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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 스피치 컨테스트 오프닝

말하기대회사진

Speech Contest finalist’s certificate

Speech Contest Training Participant’s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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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인천 문화 탐방 연간 실시 계획

월

3

4

5

Places

Wolmido
(월미도)

Incheon Grand Park
(인천대공원)

Bupyeong Park
(부평공원)

Expression
A. History:
1. Built in 1918
2. Amusement park
3. Cultural Street
4. Raw fish restaurants
5. General MacArthur landing site
6. Expressions:
1) Let’s go on the rollercoaster!
2) How much does a ticket cost?
A. History:
1. One of the largest parks
2. April: Cherry Blossom Festival
3. Expressions:
1) Do you want to rent a single or double bicycle?
2) There are many flowers and trees along the path.
A. History:
1. Pungmul Festival
2. Korean Folk music
3. Farming culture
B. Expressions:
1. How about watching the parade?
2. Do you like the singing, dancing or drumming the best?

6

China Town
(차이나타운)

A. History:
1. Korea’s only official Chinatown
2. Formed in 1884
B. Expressions:
1. Which restaurant do you want to go to?
2. You need chopsticks to eat Chinese food.

7

14th Puch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A. History:
1. Started in 1997
2. More than 30 countries represented
B. Expressions:
1. What genre of movie do you want to see?
2. I want to see some famous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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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s

Expression

8

Jayu (Freedom)
Park
(자유공원)

A. History:
1. Built in 1888
2. First modern Western-style park in Korea
3. Statue of General MacArthur
B. Expressions:
1. That is the statue of General MacArthur.
2. There is a good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Korea.

9

Baseball Game
(야구경기관람)

A. Positions:
B. Equipment:
C. Baseball Expressions:
D. Rules

10

Munhak Mountain
(문학산)

A. History:
1. Center of Incheon
2. Near many housing developments
3. Expressions:
1) What path do you want to take?
2) At the summit, you can see many places in Incheon.

11

Sangdong Lake Park
(상동호수공원)

A. History:
1. In Bucheon west of Seoul
2. More than 300,000 colorful lights shown at night
B. Expressions:
1. The lake is very beautiful!
2. Let’s go for a stroll around the park.

12

Puchon International
Student Animation
Festival
(부천국제학생애니메
이션축제)

A. History:
1. Started in 1998
2. Shows current trends in the animation industry
B. Expressions:
1. Wow, there are many young graphic artists here.
2. There are many different styles of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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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인천 문화 탐방 사진자료

부평공원에서 scavenger hunt(물건찾기게임)를
통해 자연관찰

경기에 앞서 야구 용어 및 규칙을 영어로 공부하고
개인적 경험을 발표함

그룹별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함

응원하며 배웠던 내용을 확인함

가장 먼저 수행한 그룹이 과제 확인받고 있음

경기 후 오늘 느꼈던 내용을 같이 영어로 이야기해 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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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eet1-Baseball❙
Baseball Discussion
1. Have you ever played baseball before? If so, what was your position? If you never played
before what position do you think you would like to play?
2. What are some of the names of Korean baseball teams? Which one is the best? Which one
is your favorite?
3. If you could make your own baseball team, what would you call them?
What would your LOGO and SLOGAN be?
4. ACTIVITY: On the back of the page, you are going to create your own Incheon MLB
baseball team! You will make the team name, logo and slogan!

❙ Handout1-Baseball Game❙
Saturday Excursions: Baseball Game!
Positions:
Pitcher
Catcher
1st/2nd/3rdBaseman
Shortstop
Outfielder
Batter
Umpire
Equipment:
Baseball Bat
Glove
Base
Diamond
Uniform
Cleats
Batter’s Box
Dugout
Stadium
Foul Line
Home Plate
Baseball Expressions:
Strike
Ball
Out
Foul
Base Hit
Homerun
Grand Slam Steal Walk
Inning Grounder Fly Ball
Bunt
Bases Loaded
Rules
- 2 teams 9 players on the field at a time
- One team bats while the other team is on the field defending
- Batting team tries to hit the ball thrown by the pitcher and make their way to “home” (1
point)
- If the pitcher throws the ball and the player misses, fouls or doesn’t swing and the ball is in
the “strike zone” it is called a “strike (3 strikes and you’re out!)
- No swing and the ball is outside the strike zone it is called a “ball” 4 balls and players can
“walk” to first base
- When batter hit the ball, they try to run; bases are safe places where they can stop until the
next batter. In between, they can be out.
- If the ball is caught in the air before hitting the ground or the ball is thrown to the
baseman before the batter gets there, the batter is “out”.
- If the batter hits the ball and it goes outside the field, it is a homerun and he gets to go
home plus any other batters on other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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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연극 인전제자료

English Drama Club-Mamma Mia Script
Minna : Wow! This was such a good idea to get
together! Thanks for coming.
Jihyo : Yeah, We haven’t seen each other since high
school! that was what, 20 years ago?
Hara : Yes, right! so what are you ladies doing these
days? how is your life?
Minna: Oh, you know, average my salary was about
400 million won last year.
Jihyo: Yeah, same. about 300 million. How about you?
Hara: Well I got a small promotion. I became the
CEO of Samsung and LG. it is not that
special.

Co-Teaching 계획
차 시l

Lesson

1차시

English Class Rules

2ㆍ3차시

English Names

4차시

Spelling Bee

5차시

Halloween

6차시

Baseball

7차시

Basketball

8차시

Dice of Fortune

28

세 부 내용
영어교실에서의 유의점 & Game을 통해 학습내용 및 단어복습
영어이름 만들고 영어로 자기소개하기. 과업 중심(task-based)의
학습활동(주로 영어로 진행, 필요한 경우 한국어 사용)
Game을 통해 단어복습과 암기
영어권문화 학습
Sports 용어배우기 - 남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유발하여 영어에
대한 관심을 향상
경기규칙과 용어를 배우고 몸으로 직접 시범
Game 통해 배운 단어 영어표현 복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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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Teaching 활동 ❙

❙ 신규원어민들 대상 Co-Teaching 공개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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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교사와 영어교사의 Co-Teaching 아침 방송수업 ❙

영어
아침자습 시간에
LISTENING
EBS 영어프로그램
&
활용 원어민
SPEAKING
방송수업시청
능력 향상

매주 2회 30분
월, 화요일에 청취한 EBS
고교영어듣기를 활용하여
원어민 선생님과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한다.

❙정기고사에 원어민 교사가 듣기 녹음 장면❙

30

2010년 1학기 1회고사 듣기녹음장면

2010 1학기 2회고사 듣기녹음 장면

송도고 원어민 교사 레이첼과 우리학교 제니
선생님이 듣기평가를 녹음함

작전고 원어민 교사 스테파니와 제니 선생님이
듣기평가를 녹음함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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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1회고사정기고사 영어시험지 원안 샘플 ❙
9.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3점]

<듣기대본>
9.
A: Excuse me. I’m looking for a pair of size-12
Sprint running shoes. Do you have any in stock?
B: Let me check. Yes, we have one last pair,
and they’re on sale! There’s a 20% discount.
A: Great! I’ll take them. Please charge the shoes
to my credit card.

What is the customer doing?
① seeing a doctor
② doing a homework
③ buying running shoes
④ shopping for her clothes
⑤ buying a watch for her husband

❙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프리젠테이션 ❙
영어말하기 수행평가 프리젠테이션 발표장면

한국의 holiday에 대해 그룹별로
영어프리젠테이션을 함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휴일에 대해 발표하고 있음

Summer 영어 체험 캠프 실시
① 행사명 : Summer English Camp
② 일 시 : 2010년 8월 10일∼8월 12일(오전 9:00∼오후 1:00)
③ 참가 인원 : 1∼2학년 30명
④ 프로그램 개요
8월 10일

8월 11일

8월 12일

1학년∼2학년

1학년∼2학년

1학년∼2학년

1교시

오리엔테이션

Puppet Show Performance

Talent Show Performance playing

2교시

Puppet Show
팀구성과 연습

Talent Show 팀구성과 연습

3교시

Pajama Party기
Prize & Closing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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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영어 체험 캠프 활동 예시 ❙

English Camp Orientation

English Camp-Talent show 설명

Lunch Time English Zone 프로그램

요일

월

프로그램

세부 활동

⦁팝송 가사 유인물을 참고하여 유인물에 있는 빈칸에 팝송 가사
를 듣고 단어를 적고 팝송을 따라한다.
팝송 받아쓰기
⦁원어민교사와 영어교사는 팝송 배경, 중요한 표현을 영어로 설
명하여 준다.

화

Game Class

수

American
Drama

⦁영어권 카드게임을 배우고 직접 해본다.
⦁다양한 게임을 통해 영어를 배운다.
⦁영화를 영어자막으로 보고 원어민 교사와 영어교사는 주요표현
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목

EBS 방송 시청 ⦁EBS 방송을 틀어주고 원어민 교사와 영어교사는 주요표현을
및 듣기연습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금

EBS 방송 시청 ⦁EBS 방송을 틀어주고 공부한 후, 팀을 나누어 원어민교사와 영
Conversation
어교사 앞에서 대화를 연습해본다.

(1) 운영 기간 : 3월부터 연중 실시(매주 월~금요일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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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nglish
zone에서는
무조건
영어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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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예시

Lunch Express, Helper

Lunch Time English Zone Activity 출석부

Lunch Time Card Game활동

Movie 안내문

Pop Song 안내문

Card Game Worksheet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
1) 추진내용 및 방법 : 원어민교사와 영어교사의 교과협의와 Lesson Plan을 같이 만들
고 수업에 관한 사전협의와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이며 영어교사의 영어능력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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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함.
⦁대 상 : 영어과 교사 5명
⦁실 시 : 매주 화요일 2교시
⦁강 사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2) 활동 예시

일반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

1) 추진내용 및 방법
⦁대 상 : 비영어과 교사 8명
⦁실 시 : 매주 월요일 7교시
⦁강 사 : 담당 영어교사 및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2) 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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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a team!
박 선 영
(광주 수창초등학교)

보물 찾기,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서 가능했다!

1. 나와 같이 탐험을 떠날 사람은 누구?
영어교담을 동경하면서도 두려워하던 나에게 2010년 교직 3년차 영어교담의 자리가 나
에게 주어졌다. 2월에 ‘박선영 선생님은 영어 교담입니다.’라는 사실이 발표가 났기에 내게
준비할 시간은 단 2주가 주어졌다. 나에게 주어진 아이들은 4, 5, 6학년 2학급씩 총 6학급
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리고 재미있고 유
익한 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원격 연수를 A사, B사 패키지 상품을 신청하여 정신없이
들었다. 그러나 난 두려웠다. 내 영어실력에, 그리고 ‘처음’이라는 낯설음에. 첫 교사 발령
을 받고 첫 제자들을 대할 때의 설렘과 두려움을 다시 느꼈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 여정을
함께할 친구가 있었으니, 그 친구는 Mr. Haddow라는 깐깐해 보이고 고집 있어 보이는 영
국인이었다. 이 친구와 좋은 팀워크를 이룬다면 이 여행은 분명 멋진 시간이 되겠지만 서
로 뜻이 맞지 않는 다면 원어민 선생님도, 나도, 학생들도 수업 현장이 전쟁터가 될 텐
데…….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3월이 시작된 것이다.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고집스러워 보이던 원어민 선생님은 의외로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만
의 교육 철학이 있었고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열정이 있었다. 원어민 선생님은 나의 적이
아니라 동지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직접 만든 보물지도를 가지고 탐험을 떠
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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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어민 선생님과 작전 세우기! (3월 첫째, 둘째주)
3월 첫째주, 둘째주는 교육과정상 교담 시간이 없었다. 이것은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영어 교담의 생활이 하나의 보물찾기라면 3월 두 주간은 나에게 보물찾기 여행을 떠나기
위한 ‘보물지도’를 그리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의 여행은 위태위태했을 것
이다. 보물지도를 그리고 손에 쥐고 탐험을 했던 나날들, 참으로 소중했던 1년 동안의 이
야기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목표 설정! (보물은 무엇?)
- 학생들이 기초적인 문해력을 갖추게 하라!
- 학생들의 수준차이를 극복하라!
- 학생들이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즐기게 하라!

나. 전략 세우기!
[전략 1] Letters & Sounds를 활용하여 Phonics 정복!
[전략 2] 수준별 수업을 통한 수준차이 극복!
[전략 3] 다양한 활동과 모둠/학급 보상을 활용한 학급 관리 시스템 활용한 동기부여!

3. 작전 실행!
[전략 1] Letters & Sounds를 활용하여 Phonics 정복!
보물을 찾아나서기 전 우리의 상황은 상당히 열악했다. 도심 가운데 자리잡아 오랜 역사
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이나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줄어들어 9학급으로 줄어든 광주
수창초등학교에는 저소득층 학생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맞벌이 부부의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고 그 아이들은 기본적인 A, B, C를 쓰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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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a team! 보물 찾기,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서 가능했다!

알파벳 대, 소문자를 Aa~Hh까지 쓸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학원을 다니지 않음.

알파벳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영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상황에 있던 중 탐험에 필요한 아이템을 제시한 사람은 바로 원어민 선생님이셨다.
원어민 선생님은 ‘Letters&Sounds’라는 프로그램을 나에게 소개해 주시며 이를 활용하여
4학년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우자고 제안하셨고 나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1) 수업 절차
도입 (Introduction) - 5분

⦁Passing ball game (for review)
- 배운 내용을 공을 전달하면서 발화-반별 대항 또는 팀 대항
⦁Letters & Sounds
- 교사 설명, 학생 연습, 성취도 확인

↓
전개 (Development) - 20분

⦁목표 언어 학습

↓
정리 - 10분

⦁Phonics Diary 작성 - 수업 시간 배운 내용 복습 및 좋았던 활
동, 어려웠던 점 되돌아보기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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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tters & Sounds 교육과정 계획
지도 단계

Letters

지도 시기

Set 1

s, a, t, p

4월

Set 2

i, n, m, d

5월

Set 3

g, o, c, k

6월

Set 4

ck, e, u, r

7월

Set 5

h, b, f, ff, l, ll, ss

9월

Set 6

j, v, w, x

10월

Set 7

y, z, zz, qu

10월

Consonant digraphs

ch, sh, th, ng

11월

Vowel Digraphs

ai, ee, igh, oa, oo, ar, or, ur,
ow, oi, ear, air, ure, er

12월, 2월

비고

1학기

❙ 수업 장면 ❙

‘Letters & Sounds’의 STEP4 ‘ck, e, u, r’
소리를 학습하는 장면

PPT를 활용한 파닉스 학습

소리 받아쓰기

소리 받아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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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 Sounds’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 알파벳 학습지부터 칠판 활용, PPT 제작,
보드게임 제작, 받아쓰기 활동, 소리 조합하기 활동 등을 활용하였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을 때 아기가 걸음마를 땔 때의 기쁨, 한글
을 모르던 아이가 간판을 읽는 것을 발견한 엄마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결혼을 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2] 수준별 수업을 통한 수준차이 극복!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6
학년들의 수준차이는 원어민 선생님과 나에게 큰 고민을 안겨 주었다. 영어를 잘 하는 아
이들은 이미 학원에서 배워왔다고 지루해 하는 표정을 짓고 있고 영어를 모르는 학생들은
6학년인데도 알파벳 쓰는 것조차 어려워하였다.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해! 결국 우리는
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짜 내었고 ‘수준별 수업’을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
다. ‘It’s worth to try. If it is succeed, we can get from it. But if we fail, we don’t
lose anything.’라는 원어민 선생님의 말에 나 또한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1) 수업 절차 (및 활동 예시)
도입 (Introduction) - 5분

⦁Passing ball game (for review)
(배운 내용을 공을 전달하면서 발화-반별 대항 또는 팀 대항)

↓
전개 (Development) - 30분

↓
기본과정 (Whole class work) - 5분
⦁단원 확인문제 풀기

뾖

↴

심화과정 - (20분)

보충과정 - (20분)

⦁Role-play 만들기
- 배운 기본 표현을 골격으로 실생활에서 있
음직한 상황을 활용하여 롤플레이 극본을
만든 후 친구들 앞에서 시연

⦁Pictionary/Guessing game
- [Pictionary] 팀별로 대표가 나와 그림을 그리
면 그 그림과 관련된 영어를 말하는 스피드게임
- [Guessing game] 그림에 번호를 매기고 한 번
호를 고른 후 다른 학생들은 그 학생이 고른 번
호와 관련된 영어표현을 말하면서 맞추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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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language 확인 및 평가, 복습
⦁차시 예고
❙ 수업장면 ❙

[심화] ‘When suddenly’와 같이 이야기 이어가기
등의 발화식 수업-원어민 선생님 담당

[보충] Pictionary와 같이 그림 그린 후 해당
표현(목표 언어) 알아맞히는 활동

수준별로 반을 나누어 원어민 선생님과 내가 돌아가면서 각 반을 가르쳤다. 수준별 수업
실시 후, 설문조사 결과 72%의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반응
을 보였고 인터뷰 결과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컸으며 수업 관찰 및 그들
의 수행정도를 파악한 결과(수행평가, 기말평가) 학생들의 참여도 및 영어실력이 향상했음
을 볼 수 있었다.

[전략 3] 다양한 활동과 개인/모둠/학급 보상을 활용한 학급 관리 시스템
영어 수업의 생명은 ‘즐겁고 유익하되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즐겁
고 유익한 수업’을 위해 원어민 선생님과 나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였다. 즐거운 수업을
위해서는 PPT를 활용한 게임, Board game, Guessing Game, Making Sentence game,
Corner game, Beat the teacher, 오목 게임, 축구 게임, Song&Chant 등을 활용하였으며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마다 학습지를 제작하고 PPT를
준비하였다. 학습지 및 PPT, Game은 원어민 선생님과 역할을 분담하여 제작하였고, 서로
가 제작한 자료에 피드백을 주어 수업에 투입하기 전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지속
적인 복습과 Test를 통하여 학생들이 배운 표현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질서’를 위해서는 모둠/학급 보상체제를 도입하였다. 3월 초에 ‘보상’에 대해 내가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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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고 원어민 선생님도 찬성을 하시더니 모둠/학급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멋진 엑셀
파일을 만들어내셨다. 나는 제안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멋지게 구체화되다니 원어민 선생
님에게 정말 감사했고 아이들의 호응도 대단했다.(수업 후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반
은 지금 포인트가 몇 점이에요? 하고 묻고 가거나 쉬는 시간에 와서 자기반 포인트를 묻는
다.) 또한 원어민 선생님이 컴퓨터를 잘 다루셔서 학교 영어교과 홈페이지에 수업에 활용
한 PPT파일, 학습지 파일 및 동영상을 직접 올리셔서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계셔 학생들
이 온라인에서도 학교 공부와 연계하여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 내가 찾은 보물
2010년 50여 일 남겨두고 한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찾은 보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내가 찾고자 애썼던 ‘보물’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 성장이었다. 학생들이 영어 수업 시간 즐
겁게 참여하는 모습, 영어를 잘 못했던 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 읽
지 못하던 아이가 읽을 수 있게 된 모습은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기쁨을 준다. 이러
한 기쁨은 원어민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느끼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 혼자였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을 텐데 함께였기에, 한 팀이었기에
생각을 나눌 수 있었고 생각이 더 풍성해짐을 경험했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해쳐나갈
때에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기에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팀’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다. 함께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함께 도전할 수 있게 해 주었던 원어민 선생님이 참 고맙다. 아이들을 위한 ‘보
물’을 찾던 중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Mr. Haddow’ 선생님이라는 보물을 만났고,
또한 나에게는 교사로서의 성장이라는 보물이 덤으로 주어졌다. 나의 보물, 그리고 광주수
창초등학교의 보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멋진 탐험을 꿈꾸며 그 주역
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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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전략 1. Letters & Sounds

✒ Letters and Sounds 배경이론
Letters and sounds는 DCSF core criteria for phonics과 이론적 배경을 같이하여 발전된 이론으로 체
계적이고 질 높은 파닉스 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정부가 유치원 아이들
에게 문자언어를 교육시킬 때 사용하기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phonics에 대한
이해과 기능을 발달시켜 읽기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말하고 듣는 기능 또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Letters and Sounds 프로그램은 phonics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Phonics 지도 단계는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6단계는 다음과 같다.
Introduction, Objectives and criteria for success ⇨ Revisit and review ⇨ Teach
⇨ Practice ⇨ Apply ⇨ Assess Learning against criteria

이 중에서 실제 파닉스 지도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hase 1] 1단계는 학생들이 소리를 듣고 이를 구분하는 단계이다.
[Phase 2] 2단계는 알파벳과 그들의 소리를 연결시키는 단계이다. 다음 순서에 따라 한 주에 한 set씩 진
행한다면 총 5주가 걸린다.
Set 1

Set 2

Set 3

Set 4

Set 5

s, a, t, p

i, n, m, d

g, o, c, k

ck, e, u, r

h, b, f, ff, l, ll, ss

[Phase 3] 3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소리를 이미 조합하여 읽을 수 있게 된다. 3단계에 들어서는 25개의 새
로운 graphemes(문자소 : 의미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를 12주 이상 소개한다. 또한 학생들이
단어를 해독할 수 있는 시기이더라도 ‘알파벳 송’을 지속적으로 가르친다.
Set 6

Set 7

Consonant digraphs

Vowel digraphs

j, v, w, x

y, z, zz, qu

ch, sh, th, ng

ai, ee, igh, oa, oo, ar, or, ur,
ow, oi, ear, air, ure, er

[Phase 4] 배운 음절 등을 활용하여 알파벳을 조함하여 만든 단어를 읽는 활동을 한다.
(자음+모음+자음 [예] cap)
[Phase 5] 좀 더 복잡하게 조합된 단어를 읽는 활동을 한다.
[Phase 6] 꾸준히 5단계까지 활동을 수행해 왔다면 학생들은 좀 더 유창하게 단어를 읽을 수 있고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는 자동적으로 읽을 수 있다. 6단계에서는 더 복잡하고 친숙
하지 않은 단어를 읽게 함으로 phonics를 지도한다.

1) 원어민 선생님의 Letters&Sounds 지도
원어민 선생님이 ‘Letters&Sounds’ 소리를 낱말카드 또는 판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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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학생들은 원어민 선생님을 따라 집단별, 모둠별, 개인별로 발음을 연습했다. Letters
& Sounds Phase가 진행됨에 따라 복습은 내가 주로 담당하고 새로운 철자-소리의 안내는
원어민 선생님이 주로 담당했다.

‘o’발음을 원어민 선생님을 보고
연습하고 있는 모습

‘e’발음을 원어민 선생님을 보고
연습하고 있는 모습

‘mi, me’ 등 각 소리를 합하여 소리
내는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2)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Letters&Sounds 지도
칠판의 판서가 계속 반복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원어민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제
작하였다.

3)‘Letter’카드를 활용한 Phonics 지도
Phonics 지도 후 나와 원어민 선생님이 개인/그룹별에 찾아가 ‘Letter’ 카드를 보여준
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한다. 그리고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따로 쉬는 시
간을 활용하여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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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로 철자-소리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시간의 여유에 따라 개인 평가 또
는 그룹 평가를 할 수 있다. 읽기 평가는 수행평가에 반영하며 목표 철자-소리관계를 익히
지 못한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보충지도를 했다.

‘Letters&Sounds’ 카드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의 정도를 점검한다.

4) Board Game을 통한 Letters&Sounds 지도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Letters&Sounds’ 보드게임이다.

‘p, a, s, t, i, m, n, d, g, o, c, k’
음가를 연습할 수 있는 보드게임

Letter의 (소리) sound를 알고 단어를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드게임

‘ck, e, u, r’ 음가를 단어를 통해
연습할 수 있는 보드게임

5) Song을 통한 Phonics 지도

http://www.wearebusybeavers.com에서 무류로 제공하는 알파벳 송으로 각 철자의 음가를 익히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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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a team! 보물 찾기,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서 가능했다!

전략 2. 수준별 수업

학기 초,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원어민 선생님과 나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
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 ‘학부모 의견란’을 마련하여 학부모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 발췌 ❙

상위권

교회를 통해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공부를 하
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지난 여름과 겨울을 이
용해 약 3달 동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표
현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문법, 회화하고 있습니다.
2009년 여름방학 필리핀 ○○ 어학원에 한달
연수를 다녀옴.

중위권

현재 방과 후 수업에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때론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학교에
서 잘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하위권

저희 ○○는 기초 상태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부터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시작이 늦었지만 열심히 하도록 격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태조사 분석 ❙
(2010.03.26, N=25)
항목

네

아니요

13(52%)
학교 영어공부 이외에 학원이나 학습지를 하고 있다.

방과 후 영어부, OO 외국어학원,
OOOO 학원, K사 학습지

12(48%)

사교육으로 인한 수준차이, 또 여러 요인으로 인한 수준차이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이 있
음을 느끼고 처음에는 수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준별 학습지’를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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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학습지

그러나 학습지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수준별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심화반 7명,
그리고 보충반 18명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내가 돌아가면서 학생들을 맡아 수업을 하였다.
심화반 학생들은 롤플레이나 즉흥 이야기 만들기, 스피드퀴즈(영어로 설명하여 대상 알아
맞히기), 브레인 스토밍 등의 Production 위주의 수업을 하였고, 보충반 학생들은 목표언
어를 익힐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기초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Pictionary 장면(2010.06.04.)

수준별 수업 실시 결과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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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면담 내용
Interviewing with one student from
High ability students group

Interviewing with one student from
Low ability students group

K : 나누기 전에는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딱히 모르
겠으나 교과서 책이 쉬웠어요. 나누고 난 후에는
어려운 것도 해 보고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을
해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T :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이 좋았니?
K : 역할극 대본을 짠 후 역할극을 해 보는 것이 좋
았어요.
T : 2학기 때 하고 싶은 활동이나 바라는 점이 있니?
K : 2학기 때에는 완전 영어로만 수업해 봤으면 좋
겠어요.

T : 반을 나누니까 어떤 것 같니?
W : (주저함이 없이) 좋아요!
그 전에는 다 같이 수업하면 발표도 못하고 기
도 눌리고 말할 상황도 없고 수준도 안 맞았어
요. 들을 시간도 없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잘하
는 애들이 다 발표해 버렸어요. 지금은 나누고
나니까 수준도 맞고 편해요.
T : 어떤 활동이 좋았니?
W :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알아맞히는 활동
(Pictionary)이 재미있어요.
T : 2학기 때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바라는 점이 있니?
W : 잘 모르겠어요.
학생 면담 결과(2010.07.09.)

❙ 설문지 분석 ❙
(2010.07.16, N=25)
평 가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심화 보충그룹으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
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8명
(32%)

5명
(20%)

5명
(20%)

3명
(12%)

4명
(16%)

2학기에도 영어시간에 그룹을 나누어
공부하기를 희망합니까?

8명
(32%)

6명
(24%)

5명
(20%)

3명
(12%)

3명
(12%)

수준별 수업 실시 후, 설문조사 결과 72%의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고 인터뷰 결과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컸으며 수업
관찰 및 그들의 수행정도를 파악한 결과(수행평가, 기말평가) 학생들의 참여도 및 영어실력
이 향상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심화반 학생들은 영어의 유창성이 증대되고 또한 원어
민 선생님과 친해져서 일상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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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다양한 활동 및 학급 관리 시스템

1) 다양한 활동의 예
가) Passing ball Game

이때까지 배운 표현 중에서 생각나는 문장을 생각하게 했다. 그런 후 공을 패스하면서
자신이 생각해 둔 문장을 말하게 했다. 공이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그날 가장 빠른 속도로 공을 패스하면서 문장을 말한 반에게 보너스
반별 점수를 주었다.

공을 반 전체 친구들에게 옆으로 돌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배운 표현 중 한 문장을 말한다. 그 시간을 측정하여 옆 반
과 비교하여 더 빠른 시간 안에 공을 넘겼을 경우 50점(학급점수)을 준다. 전교에서 신기록을 세운 반에게는 80점(학급
점수)을 준다. 보통 2분 안에 학생들은 전부 한 문장씩 말할 수 있으며 신기록은 19초가 나왔다.

나) song, chant를 통한 복습

교과서와 CD-ROM title에 제시된 노래와 챈트를 익힌 후, 수업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
는 시점에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음악적인 요소와 함께 즐겁게 복습할 수 있다. 율동은
교사가 준비해 오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율동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노래를 가장 크게 부른 모둠’, ‘율동과 노래를 함께 멋지게 한 모둠’에게 각각 보너스 점수
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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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4. What Time Is it? Chant를 하는 장면이다. 12 o’clock를 몸짓으로 표현하며 즐겁게 챈트를 율동과 함께
하고 있다.

다) Making Sentences Game

Making Sentences Game은 단어카드를 섞어 놓고 교사가 불러주는 문장을 잘 듣고(듣
기 기능) 따라 말한 다음(말하기 기능), 단어 카드를 순서에 맞게 배열한 후(읽기 및 쓰기
기능), 그 문장을 모둠별로 말하는(말하기 기능) 게임으로서 영어의 4가지 기능을 통합적으
로 발달시킬 수 있는 게임이다.
예를 들어 ‘She’, ‘is’, ‘mother’, ‘my’, ‘father’, ‘he’, ‘they’, ‘are’의 단어 카드를 모둠별
로 나눠준 후 뒤집어놓게 한다. 그런 다음 교사가 ‘She is my mother.’ 이라고 말하면 학
생들이 교사를 따라서 그 문장을 말한다. 그리고 교사가 ‘Ready, go!’라고 외치면 학생들
은 단어 카드를 문장의 순서에 맞게 배열한 후, 모둠 구호를 외치고 교사가 가면 모둠별로
맞춘 문장을 말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머리에 손을 얹고 원어민 선생님이 불러주는 문장을 듣
고 있다.

들은 문장에 맞는 단어를 찾아 순서에 맞게 배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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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드게임

원어민 선생님과 내가 직접 제작하거나 인디스쿨에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자료
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드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드 게임에서 최대한 게임의 요
소를 줄이고 목표 언어를 연습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어 제작하려고 노력했다(예를 들어
황금열쇠, 가위바위보, 사탕 등은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목표언어를 연습하는 데 방해
가 될 수 있어서 넣지 않았다). 모둠별로 보드게임을 하며 학생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그
말이 있는 그림에 해당하는 표현을 말해야 한다. 만약 배운 표현을 말하지 못할 경우 한
칸 뒤로 가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친구들의 발화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목표언어를 확
실히 모르던 학생들은 친구들의 목표언어 사용을 모방할 수 있다.

학생들이 보드게임을 하는 장면이다.

마) 파워포인트 게임

⦁Beat the teacher

원어민 선생님이 개발한 게임으로 원어민 선생님이 그림과 관련된 올바른 문장을 말하면 학생들이 따라해야 하고 틀린 문
장을 말할 경우 침묵하는 게임이다. 만약 학생들이 틀린 문장인데도 따라한다면 학생들은 8칸의 기회 중 1칸씩을 잃게 된
다. 반대로 학생들이 올바른 문장을 잘 따라하면 교사가 8칸 중 1칸씩을 잃게 된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살린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이것은 컴퓨터 게임과 비슷한 형태이어서 학생들이 무척 좋아하는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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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Pictionary Game

학생들이 좋아하는 game 중의 하나로 영어에 대한 부담이 적고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다. 그러
나 너무 장난스럽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저학년보다는 그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그릴
수 있는 고학년에게 더 적합한 게임이었다.
사) Role-play

한 학기 동안 관찰해 본 결과 4학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역할극을 매우 좋아하지만 충
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며 연습할 때, 소란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더 나아가 학생
주도적으로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었다. 학생들의 역할극 공연을 비
디오로 촬영해서 가장 잘 한 팀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발견했
다. 역할극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룹 뽑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뽑
는 것이 학생들이 가장 순응하고 긴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룹 뽑기 프로그램을 통해 그룹
발표 순서를 정할 때가 많이 있다.

롤플레이를 실감나게 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

학생들의 롤 플레이를 촬영하여 학교 영어교과 홈페이
지에 올리고 있다

2) 학급 보상 시스템

경쟁과 협동, 보상의 방법을 통해 학급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현재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6개 반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협력수업을 하고 있다. 각 학급은 4인 1모둠으로 6개의
모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업시간 발표, 게임, 태도 등을 통해 점수를 얻게 된다. 모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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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와 학급별 점수는 매주 엑셀파일에 기록하여 누적한다. 각 학급의 모둠별 점수의 합은
그 학급의 점수를 나타내며, 각 반의 모둠별 점수 총합의 비교를 통해 각 학급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학급 내 협동심과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한 주동안 우수한 성적
을 거둔 모둠은 명예의 전당 게시판에 게시되며 학급온도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학기 말에 최우수 모둠과 최우수 학급을 선발하여
보상을 하도록 계획하고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발견
하였다.

[모둠 보상] 매주 모둠별로 발표 및 태도점수를 체크하여 엑셀파일에 누적시킨다. 영어수업 후, 그날 모은 점수별로 점
수가 가장 많은 모둠이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다.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지 않아도 점수를 누적시키는 자체로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한다

롤플레이를 실감나게 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

[학급 보상] 반별 학생들이
모둠점수를보드게임을
합산한 것이하는
반 점수가
된다. 매주 반별 점수 누적 결과를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학급
장면이다.
내 협동을 이끌 수 있다.

[모둠 보상] 학급별로 1, 2등을 한 모둠의 사진을 영어
교실 게시판에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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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모둠 안내] 학급별 모둠 사진을 개시하여 다른 학
급의 모둠 사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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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신 숙 영
(대구 중리초등학교)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친밀감 팡팡!
자신감 쑥쑥! 생활 속 영어 말하기

출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과를 맡게 되었다. 12학급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의
특성상 영어와 음악을 함께 가르쳐야 했다. 일주일에 8시간 고학년 영어 수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나 스스로도 영어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이 부족하다 보니 그 부담감이 만만치 않
았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순간 휴직을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엄청난 부담감에 안절부절 못 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까지 두려움을 느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아마도 영어를 십 수 년간 배우긴 했지만 한 번도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사례 글에서 본 필자는 학생들과
함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간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 방법의 처음은 학
생들과 교사 본인의 영어에 대한 친밀감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우리 학교는 공장지대에 위
치하고 있으며 약 20%의 학생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의 영어를 포
함한 학습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은 편이며 실제로 국가수준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가 32%에 이르렀다. 또한 각 학년별 영어 학원 수강자수가 30% 안팎이다. 이러한
학교의 실정 상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에 대한 기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일주
일에 두 시간, 교실 안의 제한된 정규 수업만으로는 이러한 기대치를 따라갈 수 없었다.
이에 본 교사는 원어민 교사와의 놀이와 게임을 통해 영어에 대한 친밀도와 흥미를 높이려
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해 자신감을 형성해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원어민과의 교실 밖 상호작용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생활 속 영어 말하기는 궁극적으로 영어 표현력과 자신감을 길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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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 대한 자신감 기르기, 영어 표현 능력 신장

방과 후 놀이를 활용한
영어표현 능력 기르기

원어민 교사의 피드백으로
교실수업 개선

실생활 속 음성 언어 위주의
영어 표현 기회 제공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

1. 놀이와 게임으로 즐기는 영어 말하기
가. 매 주 수요일은 운동장에서 즐거운 놀이 시간
매 주 수요일 운동장에서 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본 교사,
원어민 선생님, 원하는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놀이 시간을
가졌다. 운동을 통한 제이콥 선생님과의 만남은 그 자체가
생활 속 영어 표현을 익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또한 놀이
전 교감 선생님께서 경기 규칙, 지난 경기에서의 문제점,
새로운 규칙을 본인만의 영어로 설명하신다(유창성). 그 후
본 교사가 교감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아이들에게 설명해준다(융통성). 마지막으로
제이콥 선생님이 교사들의 설명을 듣고 정리해 준다(정교성). 이같이 전개된 의사소통 과
정에서 학생들은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을 차례로 경험할 수 있었다.

나. 방과 후 게임과 놀이 수업
영어 공부를 하고자 하나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원어민 선생님과 놀이, 게임
중심의 활동 수업을 전개하였다. 먼저 가정 통신문을 발송
하여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며 수업은 대부분 게임과 놀이
로 진행되었다. 특히 멀티미디어 자료와 ICT 도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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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게임과 놀이 중심의 수업은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어민 선생님의 피드백으로 향상된 교실수업
가. 떠올리고, 표현하고, 피드백 받기
본 교사는 처음 제이콥 선생님을 만났을 때 말문이 트이지 않아 고생했었다. 고민 끝에
하고 싶은 말을 영작하여 실제 대화 시 활용하였더니 신기하게도 점차 생각한 것들을 영어
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수업시간에도 적용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4차시 수업을
신문, 편지, 일기 쓰기, 미니 북 만들기, 소개문과 기사문 쓰기 등으로 진행하였다. 사전 과
제 제시, 영어 사전, 인터넷 번역기 활용을 통해 1차적으로 영작하고 본교사와 제이콥 선
생님에게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생각한 것을 표현하고 점검받을 수 있었다.

여름방학 경험을 신문으로

미니 북 만들기와 원어민 선생님의 피드백

나. 효율적인 수준별 수업을 위한 피드백의 주제망화
우리 학교는 영어 부진아 비율만 학 반당 32%정도이다. 따라서
부진아 카드
부진
내용
지도
계획

수업 중 수준별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2그룹으로 나뉘어
하위 그룹은 본 교사가 지도하였으며 아침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부진아 지도도 하였다. 그리고 상위 그룹은 원어민 선생님에게 피
드백을 받도록 하였다. 이 경우 교과서 이외 더 확장된 표현을 익
힐 수 있었으며 교과서의 어휘 및 표현 이외 새롭게 배운 것들을
활용하여 주제망을 그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운 것

55

2011 EPIK 원어민 초청활용 우수사례부문

✱

들을 머리 속에 정교화하여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할 수 있었다.

주제망 그리기

3차시 피드백 받은 단어의 그림
자료를 집 사진에 오려붙이고
스펠링을 적어줌

미래의 나의 집 소개하는
글 쓰기

3. 원어민 선생님과의 교실 밖 상호작용
가. 등굣길 English zone 설정
본교 등굣길에는 English zone이 존재한다. 이는 ‘5단계 수준별 영어 학습장’으로 1∼4
단계까지는 각 학년 교육과정 내 필수내용을 영어회화 도우미가 교사가 자체 제작한 책자
로 연습하고 질문을 한다. 원활히 의사소통을 한 학생에게는 확인증을 부여 하였고 학기말
시상도 하였다. 5단계는 자유 회화 존으로 제이콥 선생님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았다.
2009년 영어 전담교사 조차 없었던 실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었
다. 새로움을 떠나 낯섦 그 자체의 대상이었던 제이콥 선생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최고의
친구가 되어갔다. 등굣길 제이콥 선생님 둘레는 언제나 아이들로 채워졌고 멀리 떨어진 교
무실 안까지 아이들의 서툰 대화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Less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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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상

활동 확인증

표창장

나. Textbook’s Dialog Review By broadcasting
화⋅목 방송 시간에는 ‘교과서 속 dialog’를 학년별로 원어민 선
생님과 영어회화 도우미가 함께 들려주었다. 그 후 대화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생소한 text를 활용하는 것보다 배운 내용을 확
인하고 기억함으로써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 원어민 선생님과의 즐거운 점심식사
아이들이 찾아와 제이콥 선생님과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의외
였다. ‘너희들 영어 잘 하니?’, ‘외국인과 말하는 것이 무섭지 않니?’
아이들은 주저 없이 대답했다. ‘너무 좋아요. 아는 단어로 물어보고
잘 모르면 몸으로 하면 되요.’ 믿을 수 없었다. 나에게 새로움은 두
려움이었지만 아이들에게 그 새로움은 흥미 그 자체였던 것이다. 제이콥 선생님도 흔쾌히
승낙하여 매일 5명씩 식사를 하였다. 아이들은 아는 단어를 모두 쏟아내어 대화에 힘썼다.

라. 서로의 문화 체험을 통한 교류
제이콥 선생님과 아이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다. 이에 전통 음악과 놀이
수업을 참관하여 우리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나아가 선생님들이 관련단원을
재구성하여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추석에 관한 편지를 쓰거나 제이콥 선생님을 인터뷰
하였다. 또한 ‘전통문화 체험한마당’에 참여하여 지역신문에 소개도 되었다. 그리고 할로윈
파티를 통해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었다. 처음 접한 할로윈 행사에 우리 모두는
즐거웠고 소중한 경험이자 외국문화를 직접 체험한 색다른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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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관한 편지

신문에 소개되다

Oh! Happy Hellowen!

school art’s festival

맺으며
아이들이 방과 후 제이콥 선생님과 농구를 하고 함께 교문을 나서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 제이콥 선생님은 선생님이자 처음 만나 친구가 된 외국인기도 하다. 그
리고 ‘생활 곳곳 제이콥 선생님과의 말하기 활동’의 가장 큰 의미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흥미와 자신감을 기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본 사례 글을 마무리 지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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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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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영어 말하기가 필요한가?

❙세상에 이런 일들이!

교실풍경
수업 시간 교사 혼자서 수업을 이끌어 가기에는 큰 수준차로 한계가 있었다. 심지어 한
교실 안에는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능숙
하게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학생들도 있다. 또한 아이들이 본 교사의 발음
에 익숙해 실제 원어민 발음을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원어민
이 발음을 너무 굴려서 못 알아듣겠어요.’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꽤
있었다. 이에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과 더불어 보조교사와의 팀티칭의 중요성이 절실한 실
정이다.
생활 속
‘나는 영어를 정말 잘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실제로 외국인을 만났을 때는 두려움
이 앞서고 말문이 막혀버린다. 한 번도 외국인과 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밀감을 높
이고 대화 기회의 확대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원어민 보조교사의 활용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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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영어 말하기의 목적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영어 기초학력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영어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
해서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교실 안의 제한된 영어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일상적인 수업이외에 실생활 속
에서 듣고 표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음성 언어 위주의 교육을 실현함으로
써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무의식적으로 영어 표현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기르기, 영어 표현 능력 신장

방과 후 놀이를 활용한
영어표현 능력 기르기

원어민 교사의 피드백으로
교실수업 개선

실생활 속 음성 언어 위주의
영어 표현 기회 제공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

3. 함께 할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기초 생활 수급자 수❙

▶약 20%의 학생이 기초
생활 수급자로 가정에
서의 영어교에 대한 관
심도가 낮아 학교교육
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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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원 수강자 수❙

▶각 학년별 영어학 원 수
강자수가 35% 안팎으로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교육 프로그램의 계발의
절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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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과 흥미도와 영어 부진아 비율❙

❙ 실생활에서의 영어 활용도❙

▶학년별로 살펴보았을
때 약 75% 학생들이
영어 교과에 흥미가 있
다고 답함
▶6학년의 경우 부진아
수가 약 32% 가까이나
되어 교과지도가 절실
함

▶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운
표현조차 제대로 사용
할 기회가 없어 영어
부진정도가 계속 누적되
므로 교실 수업 이외
영어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4.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영어 말하기 추진 방침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환경을 조성하였다.
학생들의 수준차이에서 오는 학습부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교실과 교실 밖의 다양한
환경을 활용하여 수준별 활동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학교 내⋅외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원어민 보조 강사, 원어민 학부모(필리핀
국적), 영어 회화 도우미의 협력을 구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제공하여 일상 생
활 속 영어 표현의 장을 만들었다.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과제를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수업 시간 내 발화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여 학습한 내용을 자기화하고 장기기억 속에 저장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하였다.
음성 언어 중심 활동이 주가 되도록 하였고 문자 언어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자연스러운 언어습득과 실제적 의사소통활동에 도움이 되는 언어로 제한하였으며
교과 수업 시간 내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 학생, 전 교직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영어를 통한 상호활동 과정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환경 조성

인적 자원
마련

학습 내용의
자기화

실제적인
의사소통 활동
언어 사용

영어를 통한
상호 활동
과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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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영어 말하기 내용과 과정

자신감
쑥쑥!

친밀
감

친밀감
팡팡!

놀이와 게임으로 즐기는 말하기
매 주 수요일은 운동장에서
즐거운 놀이 시간
방과 후 게임과 놀이 수업

표현력
팍팍!

원어민 교사와의 교실 밖 상호작용
피드백으로 향상된 교실수업
떠올리고 표현하고 피드백
받기
효율적인 수준별 수업을 위
한 피드백의 주제망화

등굣길 English zone 설정
원어민 선생님과의 즐거운 점심식사
Textbook’s Dialog Review By broadcasting

서로의 문화체험 행사를 통한 교류

6.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영어 말하기 추진과정의 얼개
실천과제 1.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놀이와 게임으로 즐기는 영어 말하기

매주 수요일은 운동장에서 즐거운 놀이 시간
- 생활 회화 및 놀이 과정에서의 영어표현 익히기
방과 후 게임과 놀이 수업
- 멀티미디어 자료와 ICT 도구를 활용한 수업
실천과제 2. 원어민 선생님의 피드백으로 향상된 교실수업

떠올리고, 표현하고, 피드백 받기
- 생각한 주제와 내용을 다양한 글의 종류로 영작해보기
효율적인 수준별 수업을 위한 피드백의 주제망화
- 원어민 선생님과 차시 내 배운 어휘와 표현을 주제망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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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3. 원어민 선생님과의 교실 밖 상호작용

등굣길 English zone 설정
-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수준별 학습장 운영
원어민 선생님과의 즐거운 점심식사
- 하루 다섯 명씩 원어민 선생님과 식사하기
Textbook’s Dialog Review By broadcasting
서로의 문화체험 행사를 통한 교류
- 전통음악과 놀이 단원 참관, 학교 행사에 함께 참여하기
Oh! Happy Hellowen!

실천과제 1.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놀이와 게임으로 즐기는 영어 말하기

가. 매주 수요일은 운동장에서 즐거운 놀이 시간

아이들은 놀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원
어민 선생님이 참여하여 친친교실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가위,
바위, 보’ 술래잡기 놀이를 하였다. 놀이 규칙은 두 팀으로 나누어
빨간 색 옷, 주황 색 옷, 파란 색 옷을 입는다. 빨간 색 옷을 입은
아이들은 상대편의 파란 색 옷을 입은 아이들을 잡고, 파란색 옷을
입은 아이들은 노란 색 옷을 입은 아이들을 잡는다. 그리고 노란 색 옷을 입은 아이들은
빨간 색 옷을 입은 친구들을 잡는 식으로 술래가 맞물려 돌아간다. 최종 한 팀이 모두 술
래에게 잡히면 놀이는 끝나고 승리자가 결정된다.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
과의 만남 자체가 곧 생활 속 영어 표현을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놀이 시작 전 제일 먼저 교감 선생님께서 영어 실력을 발휘하여 경기 규칙, 지난
경기에서의 문제점, 새로운 규칙을 본인만의 영어로 설명하신다(유창성). 그 후 본 교사가
교감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아이들에게 설명해준다(융통성). 마지막으로 원어민 선생
님이 교사들의 설명을 듣고 정리해 준다(정교성). 이같이 전개된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생들은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을 차례로 경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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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과 후 게임과 놀이 수업시간

매 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놀이, 게임 등을
통해 활동 중심의 수업을 전개하였다. 우리 학교의 여건 상 수업
이외 시간에 영어공부를 하고자 하나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
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를 위해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여 지원
자를 모집하였고 정규 수업 시간에 전개하기 힘든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전개하였다. 특히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ICT 도구를
활용한 게임과 놀이 중심의 수업 과정은 학생들에게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 계획❙

❙가정 통신문❙

실천과제 2. 원어민 선생님의 피드백으로 향상된 교실수업

가. 떠올리고, 표현하고, 피드백 받기

생각한 것들을 영어 문장으로 적어보고 원어민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4차시 수업 과정
을 신문 만들기, 편지 쓰기, 일기 쓰기, 미니 북 만들기, 소
개문과 기사문 쓰기 등으로 진행하였다. 과정은 사전 과제로
쓸 주제와 내용들을 생각하게 하고 영어 문장으로 만들도록
하였고 수업 시간 활동 후 원어민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도
록 하였다. 능력에 따라 두 세 문장에 그치는 아이들도 있었고 10문장 이상 만들어 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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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린 것 표현하기

미니 북 만들기와 원어민 선생님의 피드백

나. 효율적인 수준별 수업을 위한 피드백의 주제망화

1차시 Listen & Repeat, 2차시 Look & Speak, 3차시 Let’s Read의 경우 2그룹으로
나뉘어 하위 그룹은 본 교사가 지도하였다. 그리고 상위 그룹은 원어민 선생님에게 피드백
을 받도록 하였다. 이 경우 교과서 이외 더 확장된 표현을 익힐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그
치지 않고 상위 그룹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의 어휘 및 표현 이외 새롭게 배운 것들을 활용
하여 주제망을 그리도록 하였다.

어 휘
backyard, bathroom, cook
bedroom, future, house
kitchen, living room, dish

피드백 어휘
toothpaste, lamp, pot
flowerpot, microwave
toilet. curtain, refrigerator

표 현
This is a bedroom.

피드백 표현
There are three rooms.
My room has a desk.

➊ 교과서와 피드백 받은 어휘와 표현법 학습

➌ 어휘 자료로 배운 내용 정리하기

➋ 주제망도 제작(학습 내용 체계도 그리기)

➍ 배운 표현을 바탕으로 소개글 쓰고 피드백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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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3. 원어민 선생님과의 교실 밖 상호작용

가. 등교길 English zone 설정

❙English zone 설정
중리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거쳐 가는 교문에서부터 현관 앞까지의 등
교길을 활용하여 5단계의 수준별 영어 학습장을 마련하였다.
The first level

단계

The second level

The third level

The fourth level

영어 회화도우미 활용

원어민 학부모 및
보조강사 활용

(자신의 학습능력에 적합한 단계에서 활동함)

활동
내용

학습
계획

3학년 교육과정
내 필수학습내용

Q: I'm sorry
Sorry
A: OK
That's OK.

4학년 교육과정
내 필수학습내용

5학년 교육과정
내 필수학습내용

6학년 교육과정
내 필수학습내용

Q: Did you
have a nice
Q: What color

is this your shirt?
A: It's blue.
It's red.

The fifth level

vacation?

A: Yes, I do.
No, I don't.

자유 회화 존

Q: How much
time do you
need?
A: Only about
3 minutes.

❙영어 회화도우미 선정
영어 회화 도우미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영어 담당교사는 지원자 중
영어 회화 능력이 우수하거나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을 면담을 통해
학급당 2명 선정하였다. 선정된 영어회화 도우미에게는 영어회화 도우미 명찰을 주고
학기 말에 봉사상과 상품을 수여하였다.

단계별 대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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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과제 제시
활동 과제는 정규 영어 수업 전⋅후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제시하였고 본시 학습
내용 중 중요 표현을 선정하여 익히고 예고하였다. 그리고 영어 회화 도우미에게는 담
당교사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자체 제작한 영어회화 책자를 제공하였으며 책자의
내용은 교과서의 기본 표현과 응용 표현을 함께 제시하였다.

The first level

The second level

The third level

The fourth level

❙실제 활동 수행
1) 수준별 활동코너에 각 학년에서 선정된 회화도우미 2명을 배치한다. 한명은 단계별
질문을 하고 다른 한명은 도우미 활동을 한다.
2)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코너를 스스로 선정해 영어말하기 활동을 하고 표현을 익힌다.
3) 의사소통 과정이 서툰 학생들은 도우미에게 도움을 받도록 한다.
4) 다문화가정의 어머니(1학년 1반 홍○○의 어머니 에○리씨, 필리핀 출신)와 영어
원어민 보조 강사를 활용하여 자유회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5) 대화를 원활히 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확인증을 발급하였다.
❙ 등굣길 아침 영어 한마디 활동 확인증 ❙
1단계 : 흰색
2단계 : 노란색
3단계 : 초록생
4단계 : 파란색
5단계 : 분홍색

6) 확인증은 알림장에 부착하여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많이 모은 학생들은 한 학기에
한 번 표창장을 수여하여 독려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을 Super Student으로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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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장

Super Student 상장

나. 원어민 선생님과의 즐거운 점심식사

아이들은 어른들 보다 더 용감하고 적극적이었다. 처음 아이들의 요구로 시작된 원어민
선생님과 점심식사 같이 하기는 생각보다 더 큰 호응을 가져왔다. 심지어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제이콥 선생님의 친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취미가 뭔지 본 교사
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학생들과 원어민 교사와의 점심식사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영어 발화의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루에 5명이
1조가 되어 점심 식사를 함께 하였다. 아이들은 자신이 아는 단어를 최대한 사용하여 원어
민 선생님과의 대화에 힘을 쏟았다. 말 그대로 손짓, 발짓, 몸짓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원
어민 선생님의 성격이 적극적이고 아이들을 좋아하여 항상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웃음소
리가 떠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원어민 선생님과의 친밀감이 높아짐과 동시에 다양한 생활
회화를 실생활 속에서 체험함으로써 교과서 이외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였다.

줄을 서서

손을 씻으며

음식을 받으며

밥을 먹으며

다. Textbook’s Dialog Review By broadcasting

화요일과 목요일 방송 시간에는 ‘교과서 속 dialog’를 학년별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회
화 도우미가 함께 들려주었다. 화요일은 3학년과 5학년, 목요일은 4학년과 6학년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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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를 들려주었다. 교과서의 대화 내용을 들려주면 자료를 따로 준비할 번거로움이 없
으며 무엇보다도 수업 시간에 잘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도 한 번 더 듣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익숙한 원어민 선생님과 친구가 화면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흥미와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우리 학교 아이들의 평균적인 영어 실력을
생각하였을 때 새로운 내용을 제시한다고 하여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해하고 방송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하는 의문이 교과서 dialog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대
화를 두 번 들려주고 난후 원어민 선생님이 대화 내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
리고 그 학년 영어 회화 도우미가 대략적으로 한국어로 내용을 정리해 주고 퀴즈의 답도
알려준다. 이러한 활동 과정은 생소한 text를 활용하는 것보다 배운 것을 확인하고 기억함
으로써 교과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라. 서로의 문화체험 행사를 통한 교류

❙전통음악과 놀이 단원 참관
한국에 처음 온 제이콥 선생님에게는 모든 것이
궁금하고 신기할 것이다. 특히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다. 이에 본 교사의 음악 교과
시간 민요와 전래동요 단원의 경우 수업 참관의 기
회를 주었다. 아이들은 제이콥에게 ‘We can do it
for you’라고 말하며 장구를 치며 열심히 노래를 불
렀다. 고학년의 경우 그동안 노래 부르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의외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
었다. 그리고 4학년 체육 수업 전통놀이 관련 단원의
경우 담임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게임에 참여 하기도 하였다. 담임선생님
은 하고 싶은 말을 사전을 찾아 가며 작문해보는 열성을 보이셨다. 특히 6학년 선생님들은
교과를 재구성하여 제이콥에게 추석을 알리는 편지를 쓰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어 시간
제이콥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이콥은 이러한 선생님들과 학생
들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학교 행사에 함께 참여하기
10월 14일 우리 학교에서는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비산농악, 날뫼북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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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회 회원 10여 명이 지도강사로 초빙되어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였다. 오후에는 학
교 인근의 서구문화회관으로 이동해 비산농악과 날뫼북춤, 민요 등을 관람하였다. 제이
콥은 모든 것을 신기해하며 직접 사진도 찍고 체험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
다. 우리 학교에서는 제이콥과 관련 없는 학교 행사일지라도 배제 하지 않고 본인의 의
사를 존중하여 가능한 많은 행사에 제이콥을 참여시켰다. 모든 선생님들이 행사 참여
로 교실을 비우는데 제이콥만 덩그러니 교실을 지킨다면 본인 또한 분명 소외감을 느
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제이콥에게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계기
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당일 날 지역 신문사에서 우리 학교의 전통문화체험 한마
당 행사를 취재 왔었다. 그리고 제이콥의 인상적인 모습을 보고 취재도 하고 사진 촬
영도 하여 신문에 실어주었다. 신문에 실린 자신의 모습을 본 제이콥은 무척이나 즐거
워하였다.

신문에 실렸어요

장구소리를 들어요

절구는 이렇게
예술제 관람하기

❙Oh! Happy Hellowen!
10월 28일은 할로윈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 차시에 할로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자신이 쓸 가면을 만들어 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이콥 선생님은 직접 쓸
가면을 준비해 왔으며 할로윈에 대한 유래, 관련 어휘, 즐기는 놀이 등 다양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 와 아이들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퀴즈를 통해 정답을 말한 학생들에게는
캔디를 직접 나누어 주기도 했다. 더불어 ‘Trick or treat, can you give me a candy’
표현을 익히고 사탕을 주고 받은 후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제시해 주었다. 이 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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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화면을 보며 집에서 준비해 온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나눠 먹었다. 그리고 쉬는
시간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다. 너무나 흥겨운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아
이들까지 등장했다. 교사 본인도 난생 처음 접해보는 할로윈 행사에 우리 모두는 즐거
웠다. 짧고 단촐한 할로윈 파티였지만 아마도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자 외국문화
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이었을 것이다.

제이콥 선생님과 찰칵

직접 만든 가면을 쓰고

무섭나요?

우리반 모두 모여라!

7.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영어 말하기를 마치면서...
아이들이 방과 후 제이콥 선생님과 농구를 하고 함께 교문을 나서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다. 쉬는 시간이면 제이콥 선생님의 책상주변에는 항상 아이들이 북적인다. 아이들에게
제이콥 선생님은 선생님이자 처음 만나 친구가 된 외국인기도 하다.
제이콥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과 항상 대화를 나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주고받을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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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궁금해서 자세히 엿들어보았다. ‘How are you?’ ‘What is your favorite sports
(food, music)?,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What subjects do you like?’, ‘Where
is your house?’, ‘Do you have a girlfriend?’, ‘Why do you clean our classroom?’ 등
짧은 대화 시간이었지만 오고 가는 대화의 양은 결코 적지 않았다. 아! 이래서 외국인과 직
접 부딪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제이콥 선생님과 한
마디라도 나눠볼 생각에 쉬는 시간이면 본 교사에게 달려와 ‘애완동물은 뭐예요? 고슴도치
는 뭐예요?’ 등의 표현을 물어보곤 쪼르르 제이콥 선생님에게 간다. 그리곤 손짓, 발짓, 몸
짓을 총동원에 뭔가를 이야기하곤 배꼽 잡아 웃곤 한다.
생활 곳곳 제이콥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아이들은 실용적인 문장을 들을 수도 있었고,
배운 표현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분명
향상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이들은 제이콥 선생님을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
고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 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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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 웅

Joyful English with Joyce

(부산 강서고등학교)

우리학교에 올해 처음으로 영어회화 수업이 개설되고 원어민 교사가 온지도 지금으로부
터 반년도 더 지났다. 작년 말부터 학교에서 영어전용교실 네다섯 반을 새로이 짓고 기자
재를 갖추는 등 준비를 하였다. 올해 2월 개학 전 교직원 연수에서 각 부서 조직할 때 내
가 원어민 담당을 맡게 되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설레었다. 원어민 교사가 와
서 교내에 상주하고 영어회화 수업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큰 이점이고 21세기
영어교육에서 당연히 갖춰야 하는 조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학교와 일부 교사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난 뭐랄까.. “제가 원어민 담당 부서를 맡고 싶습
니다”라고 직접 나설 수는 없었지만 내심 꼭 맡고 싶었기 때문에 잘 해보리라 미소지었다.
공문을 통해 만나기도 전에 배정된 원어민 교사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마중가기 일주일
전쯤 이메일을 보내서 미리 인사를 나눴다. 원어민 교사 Jocye는 고마워했다. 그 당시 몰
랐지만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연수를 받고 있었고 만나기 전 통화도 하며 처음 온 낯선 나
라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랐다. 내가 있었던 벤쿠버 출신이라는 점이 더욱 반가웠
으며 실제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도 서로 큰 공유점이 있어 가까워질 수 있었다. 막
상 2월말, 3월 원어민 담당으로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나 홀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심
적으로 쉽지는 않았다. 몇 시간을 기다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고 원룸 물색과 계약, 원룸
내 필요한 가구, 기자재 등 하나하나 원어민 교사 옆에서 취향을 물어가며 구매하고 택배
기사님과 시간까지 맞춰 내가 방문하여 수령 및 설치해줘야 했던 것, 크고 작은 문제가 생
겨도 항상 내가 통역관이자 해결사로 나서야하던 것 등 자칫 내가 동료 교사가 아닌 뭐든
그냥 툭 던져놓고 처리해줘야 하는 하인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
나도 벤쿠버 생활을 할 때 친절히 꼼꼼히 도와주며 불편한 내색하지 않았던 친구의 고마움
을 되새김과 동시에 이 모든 경우들을 능숙한 교사가 되는데 밑거름으로 여기며 기쁘게 원
어민 교사를 도와주었다.
지난 1학기 본교 1학년생들 대상으로 정규 회회 수업을 하였고 1학년 전체와 일부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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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상으로 영어회화를 개설하여 방과 후 수업을 했다. 중학교 시절 이미 원어민 수업을
해본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험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에 대해 반가
워하였고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어를 못하
는데...”, “아.. 떨려...” 하시면서도 교무실에서 일부러 원어민 교사 자리로 가서 얘기도 나
누시고 교사 식당에서도 가까이 앉아 서투른 영어 단어 하나하나와 부끄러운 미소로 대화
를 시도하려던 교사들이 많았다.
이쯤에서 우리학교 원어민 자랑을 조금 하자면 일단 외국인 영어 교육에 대한 교육적 마
인드가 열정적이다. 국내에 오기 전 일본에서도 2년간 교사로 지도하였고 그런 경력적인
면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인내심도 대단했다. 짓궂은 질문이나 불쾌할 수 있는
학생들 태도에도 유연히 넘기려하였고 그러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일일이 claim 하지도 않
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반년도 훨씬 지난 지금에서도 놀라고 있고 고마운 것은 며칠 전 미
리 준비해주는 한주간의 분명하고 체계적인 지도안과 어떻게 다 떠올리고 어디서 다 준비
해오는지 모를 풍부한 수업 활동 아이디어와 자료들은 나로 하여금 놀라움과 동시에 그것
이 한 교사 자신의 뛰어난 능력 이전에 학생과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하는 교사로서의 존경심마저 느끼게 했다.
수업은 한 반 4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을 나눠 그룹 활동으로 하였고 매학기 마다
Recording, Presentation을 수행평가로 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개인별
평가하였다. 짝활동(Pair work)이나 개인 활동 참여시 각 학생들에게 보너스 점수를 부여
하는 등 모든 점수를 합하여 우수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학기말에 시상하여 학생들
사이에 지나친 경쟁심 유발 보다는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개인별, 그룹 활동이 진행됐다.
물론, 원어민 교사와 나는 Co-teaching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간혹 “영어회화” 라는 과목
의 타이틀과 특성상 일부 학생들, 타교과 교사에서 회화수업에서 한국인 교사의 필요성과
역할 비중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할 것 같았다. 실상 회화수업에서 원어민 교사가 더 주
축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같은 영어 교사이기에 앞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실력”
면에서의 기대가 더 크기도 하다. 따라서 조금 과한 말로 한국인 교사는 보조교사 또는 통
역사 정도로 생각되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원어민 교사와 Co-teaching을 통해 회화수업을
가르치면서 수업 상황과 기타 정서적인 면에서 느낀점이 있다면 분명 한국인 교사의 역할
은 크고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우리학교 원어민 교사는 홍콩 태생인 동양인으로 캐나다
로 10대 때 이민 갔던 케이스다. 따라서 현 국적은 캐나다지만 누가 봐도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 동양인의 얼굴이다. 학생들이 느끼기에게도 마찬가지였다. 1학기 처음 1학년 새내
기들 수업하러 나와 원어민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영어로 인사하고 몇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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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누가 원어민이냐고 애들이 웅성거리며 비로소 내가 한국어로 말문을 트자 웃던 상황
이 떠오른다.
처음 두 달 간은 학생들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호기심과 고등학교에서도 회화수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하였다. 하지만 방과 후 수업에서나 중간
고사 이후 정규 회화수업 시간에서 서서히 흐트러지거나 힘겨워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
작했다. 타일러보기도 하고 엄하게 말해보기도 하고 그냥 못 본척 놔두어 보기도 했다. 하
지만 점차 가만히 두어서는 말 그대로 통제가 힘든 상황이 많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난 어
김없이 학생들에게 당근과 채찍으로 수업에 임하게 했다. 물론 나의 말은 영향력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침묵하고 있을 때 원어민 교사의 “Be quiet, please.” 라는 말과 온정적인 눈
빛으로만은 적절한 통제 속에서 수업을 이끌어 가기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
는 여학생 수업보다는 남학생 수업시, 남녀 합반 수업시 두드러졌다.
특히 젊은 외국인 여교사로서 한국이 처음이고 따라서 한국의 문화나 학생들의 성향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고 생각 이외로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시간들이 특정 반에서 더 빈
번히 나타나자 항상 모든 수업을 같이하는 내 눈에 반마다 차별적인 수업 진행이 드러났
다. 협조적인 반에서는 준비해 온 것 그 이상으로 수업에 임하며 학생을 향한 미소나 여유
가 있었지만 특정 반에서는 수업의 적극성이 감퇴하거나 학생들 대하는 표정이나 말투도
조금 달랐다. 나도 이해는 했다. 나 역시 반마다 어떤 반은 수업이 너무나 즐겁고 학생과
교사간 교감을 나누는 반면 어떤 수업은 너 따로 나 따로 식으로 한시간을 수업해도 많은
힘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다소 우려했던 점은 특정반 아이들
에게 다소 감정적이고 이 반은 항상 이래식의 Stereotype을 갖고 대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이었다. 그래서 난 원어민 교사에게 한번 간략히 이 학생들 잘 이끌어 보자고 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이상 원어민 교사를 타이르기보다 문제가 빈번한 특정 반 학생들에게 교사와 학
생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학생들 태도의 문제점과 원어민 교사의 고충과 그로 인한
다소 마이너스적인 교실 분위기에 대해 진솔하게 말하며 학생들의 협조를 구했다. 다행스
럽게도 그 이후로는 학생들 중 자발적으로 몇몇이 주축이 되어 분위기를 잡아가는 긍정적
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 분명한 학습능력의 수준, 수업에 임하는 정서적 면에서의 차이도 있
었다.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화수업 특성상 퍼포먼스 위주의 외적인 표현이 필요함
에도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 비록 객관적 실력은 부족함에도 마냥 당당
하고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수업을 즐기는 학생, 실력 수준의 고저를 떠나서 회화수업을 다
른 빡빡한 수업들 사이에서 지친 심신의 여유를 갖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친구들과 얘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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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휴식을 취하는 학생 등등 크게 몇 가지 유형의 학생 집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면
들이 있다고 해서 회화수업 자체의 질(quality)이나 적극적인 학생들 위주의 배제적인 수업
을 절대 진행하지 않았다. 수업 커리큘럼 자체를 미리 선정된 조별 그룹 활동 위주로 준비
해왔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80% 이상은 수업에서 적어도 한번은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며
그룹 내에서 Peer interaction이나 Speak aloud 등 활동을 통해 학생들 자신이 미처 인식
하지도 못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원어민 업무 담당이다 보니 정규수업 이외에 원어민 교사 참여 학생들 수업과 활동에 항
상 함께 하였다. 지난 1학기에는 매달 2, 4주 토요일 중 하루를 1, 2학년 대상으로 회화수
업을 하였다. 즉, 매달 소위 “놀토”에 1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 수업을 하
였다. 물론, 정규수업이나 주중 방과 후 수업과는 사뭇 다르게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서 수업을 하였기에 꾸준히 참여해주었던 학생들은 교사와 그들 사이에 친밀감이나 유대감
도 높아졌고 정말 Authentic한 영어회화 수업이 가능하였다. 텅텅 빈 토요일 학교에서 10
여 명의 학생들과 신나게 노래를 틀어 놓고 Activity를 하기도 했고, Presentation처럼 학
생 1인이 앞에 나와서 교사나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기 보다는 두세 명이 짝이 되어 학생
들 사이에서 영어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의논하는 활동에도 비중을 두었다. 학교 근교로
Field trip을 통한 학습도 했으며 아름다운 광안리 해변에 모여 함께 거닐며 식사하며 대화
하며 마치 외국에 나가서 현지인과 어울리는 것과 같은 좋은 시간도 가졌다. 나에게 사진
촬영은 취미 이상이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일상적인 모습, 수업 모습 등 많은 순간을 사진
에 자연스럽게 담았다. 결코 보고서나 실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모은 자료가 아닌 추억으로
서 말이다. 나와 원어민 교사가 함께 했던 “Joyful English with Joyce(원어민 교사 이름)”
수업과 활동을 곧 이어지는 글에서 풍부한 사진과 코멘트로 좀 더 실감나게 보여주고 싶다.
영어전용실과 영어회화 수업이 생기고 원어민 교사가 와서 함께 지낸지 채 1년도 지나
지 않았다. 그 사이 시행착오도 있었고 원어민 교사뿐 아니라 나 역시 나름의 고충도 있었
다. 하지만 영어교사로서 느낀 영어교육에서의 효과는 무척 긍정적이었다. 수업 때 번쩍 번
쩍 손들며 부끄럽게 웃으며 발표하는 아이들, 친구 마냥 원어민 교사 옆에서 얘기하며 웃는
모습, 학생들뿐만 아니라 멈칫멈칫 한마디 두마디 나누고 난 뒤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멋쩍어 하는 동료교사 모습 등 분명 여태까지와 다른 변화가 우리학교에서도 보인다.
이 글을 마무리 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교실 옆 복도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
다. “Hi!! Joyce”.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이런 모습이야 말로 우리나라에서 절실히 요구
하는 영어교육에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나도 외쳐본다. Way to go!! Joyful English
with Joy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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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3월 첫 교무회의 때 원어민 교사 소
개 및 환영하는 장면이다. 동료교사들이 매
우 관심을 보였고 동양계라는 점에서 한마디
걸 때 막연히 있을 수 있는 두려움이나 이질
감이 덜 해보였다.

원어민 교사 집에 물건 갖춰줄 때다. 이
날도 몇 시간 도와준 후 인근 원어민 교사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다들
한국에 처음 와서 부산 초ㆍ중ㆍ고교에서 근
무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들이다.

1학년 정규 영어회화 수업 때다. 자발적으
로 학생들이 손을 들고 서로 하려고 적극적
으로 발표에 임하는 모습이 좋았다.

1학년, 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회화 수업이
다. 다양한 활동에 흥미를 갖고 즐겁게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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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반 아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이다. 교사가 제공해주는 자료가 아닌 학생들의 참여를 통
한 능력의 발휘로 전혀 학생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개인별 특기나 적성도 잘 알 수
있었다.

일부 더욱 적극적인 학생들은 수업 내에 언제든 나와서 원어민 교사와 질문 및 의견 교
환을 하며 두려움 없이 즐겁게 영어를 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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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English with Joyce

원어민 교사와 Co-teaching을 통한 회화 수업 덕분에 1학년 학생들과 짧은 시간 안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교사 중심 전달식 수업이 아닌 학생과 교사간 상호작용적 수업
의 큰 장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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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무일 날 영어회화 수업 때 학교 주변 Field trip 활동한 날이다. 농어촌 지역에 속
한 학교라 주변에 밭과 강이 어우러져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 하이킹 하며 대화를 나눴고
후에 맛있게 식사도 하였다.

원어민 교사가 다양한 교구도 준비해 와서 방과 후 수업 때 풍부한 활동을 하였다. 아이
들 역시 즐거워했고 경쟁 보다는 남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격려하며 도우면서 수
업하는 모습이 남중 남고만 다녔던 나에게는 참 인상적이고 흐뭇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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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English with Joyce

스승의 날 때 한 1학년 여학생이 편지를 줬다. 영어회화 수업을 즐겨하고 덕분에 영어라
는 과목까지 좋아하게 되었다는 참 기쁜 순간이었다.

일부 학생들과 광안리 바닷가로 야외 수업 및 친목 활동을 하였다. 원어민 교사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81

2011 EPIK 원어민 초청활용 우수사례부문

✱

교내외 활동 시 마지막 수업 시간에 식사나 Snack time을 통해 마치 해외에 나가서 현
지인과 일상적인 만남을 하며 지내는 것과 흡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지난 주말 본교 영어말하기 대회 현장이다. 원어민 교사 역시 심사위원 중 한명으로 참
관하였고 덕분에 작년보다 학생들의 준비도, 발표의 수준 및 적극성이 상당히 향상되었음
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어말하기 대회에 내가 멘토 교사로서 맡은 2학년 남학생 팀들이 매일 한
시간 꼼꼼히 연습한 것을 침착히 마음껏 발휘하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스승과 제자 모두
너무도 기쁜 순간이었다. 학생으로부터의 영어 감사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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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 숙
(강원 원통초등학교)

영어의 재미에 푹 빠진
원통아이들

앞뒤좌우를 둘러봐도 산뿐인 곳에서 외국인을 만나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로 유명한 바로 그곳
원통초등학교이다. 말로만 들어도 강원도임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원통에서 나는 원어민담
당과 영어업무 그리고 거점형 영어체험교실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물
건너온 원어민 두명, 주변친구들은 “한명도 벅찬데 어떻게 두 명이나 있을 수가 있느냐”며
놀림반 걱정반을 늘어놓았다. 영어체험교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학기를 원통에서 지낸
제임스(James, 미국)는 상냥히 인사를 해 주었다. 그리고 다짜고짜 영어교실로 데리고 가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며, 기자재 및 교구를 설명해 주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우리학교에는
두 명의 원어민이 있다. 학기가 시작된 첫날, 강원도교육청에서 새로운 원어민이 오후에
학교에 도착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설레기 시작하였다. 오후에 도착한 데비(Debby, 캐나
다)는 한껏 들뜬 얼굴이었고, 교무실에서 교직원과 환영인사를 한 뒤, 우리는 드디어 원어
민 두 명과 코티처로서의 만남을 가진 것이었다.

순박한 아이들과 원어민의 만남
나조차도 신기했던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의 외국인과의 만남은 옥수수, 감자를 간식으로
먹는 원통아이들에게도 꽤나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쭈뼛거리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
나면서 하나 둘 무조건 대답은 듣지 않더라도 Hello, How’ it going?, Good morning 등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너도 나도 원어민을 만나면 인사하느라 바빴다. 텔레비전이나 영
화에서만 보던 외국인을 학교에서 면대면으로 만나는 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영어에 관심과
흥미가 커져버릴 줄은 몰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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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과의 신뢰는 이렇게!
적응기 1 : 출근시간 지키미
그렇게 잘 지내는 듯싶다가도, 원어민은 수업시작 전에만 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고, 일주일을 지켜보고 난 뒤, 회식 자리에서 우리학교 모든 선생님이 8시 40분까지 학
교에 출근을 하고 있고 원어민선생님 또한 학교 선생님으로서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해야 한
다고 일러주었다. 무조건 “당신은 ~을 해야 한다.”는 말보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적응기 2 : 학교행사참여 및 수업스케줄 변동 알리미
원어민관련 연수나 교육청 주관 회의에 참석을 하다 보면 학교와 원어민과와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끊임없는 쏟아지는 영어
관련 공문들과 각종 학교행사를 하나하나 일러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귀찮은 일이지만, 쉼
없이 학교행사와 영어수업 스케쥴의 변동 등을 그때그때 알려주는 것은 원어민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오히려 우리학교에 있는 원어민 두 명은 내가 하는
얘기를 귀기울여 들었고 그렇게 근 1년이 되가는 지금은 의례껏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
아들이며 본인들을 위하여 애써주는 모습에 늘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학교회식,
운동회, 학예회, 지역청 영어과동학년협의회, 영어관련워크샵 참석 등 내가 참석하는 출장
지에 언제나 함께하였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대화가 많아질수록 단시간에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되었다.

적응기 3 :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의 이끄미
경제학을 전공하거나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우리학교 원어민은 영어교육학과 관련된 내
용은 익숙치 않았다. 오히려 교육학적 지식은 현직교사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적합한 교육
학적 지식과 교실에서의 적용은 원어민에게 알려주어야 부분이었다. 정보차활동(information gap activity)이나 라드(rod)를 이용하여 영어말하기 연습, 듣기전중후활동 등 현 교육
과정은 영어교육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성공적인 영어교수를 위해서는 이론에 대한 이
해도 중요하다. 내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은 결국 자연스럽게 해당 차시의 수업연구
시간으로도 이어지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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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재미에 푹 빠진 원통아이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 이렇게!❙
번호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내용

대상

운영

비고

1

영어환경조성

전 학년

연중

영어도서관, 복도환경, Englsih zone운영

2

인접학교 순회수업

해당학교

연중

월학초, 신덕분교 순회

3

영어교과수업

3-6학년

연중

협력교사와 팀티칭

4

영어교과 순증수업

3-6학년

연중

정규시간 외 10%순증수업

5

방과후수업

전학년

연중

활동 및 경험중심의 수업

6

영어동화읽기시간운영

전학년

연중

점심시간이용 스토리텔링시간운영

7

영어연극

3-6학년

10월

교내학예회 영어연극준비

8

영어말하기 및 영어연극 대회 개최

3-6학년

6월,
11월

학급 내 대표선발의 영어말하기대회 개최
후 전교단위 대회참가

9

지역주민을 위한 영어교실

학부모

연중

학부모 및 원통지역주민을 위한 영어회화
교실

10

서양문화체험 활동

전학년

연중

서양문화의 공휴일 및 페스티벌 등을 체
험활동실시

11

교직원연수

전교직원

연중

교실영어 및 영어수업관련 연수

12

단기집중영어프로그램실시

3-6학년

방학중

주제중심의 영어캠프운영

13

영어과 공개수업 및 TEE 워크샵 실시

3-6학년

연중

지구별장학 및 교육청주관
TEE 모델학급워크샵 실시

- 영어환경조성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영어체험교실 복도 및 각 학급복도에 영어관련 포스터를 부착
하여 영어시간 외에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복도에는 문장으
로 제시하여 계단을 오를 때 영어를 읽을 수 있게 하고 영어체험교실 복도에는 일상생활에
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플래시카드 제시로 생활 속에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만나면
주변에 있는 영단어를 이용하여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인적자원만큼 원
어민과 함께 고민하여 고른 학습자료들 또한 영어교육에서 중요함을 느꼈다.
- TEE 모델학급 운영

올해 우리학교는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모델학급 운영을 하고 있다. 11학
급을 영어로 수업을 하는 영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의 수업 내
분배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고, 수업이 끝나면 다음수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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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협의를 하며 수업협의록(Teaching Log)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또한 인제지
역 영어전담 및 해당학년 선생님들을 모시고 TEE모델수업을 전개 및 교육대학교 교수 초
청 워크샵을 진행하여 영어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원어민과 함께
준비하면서 그만큼 추억도 쌓였다.
- 방과후 영어수업과 영어캠프(단기집중영어프로그램, 파닉스캠프)

매주 수요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이루어진 수준별 맞
춤형 방과후 수업을 하였다. 정규시간보다 더욱 친밀하게 원어민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어
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대단하다. 본교자체교재를 매 캠프마다 개발하여 여름방학을 이용하
여 EXPO English Summer Camp를 운영하고,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영
어의 알파벳 및 파닉스를 중심으로 파닉스 캠프를 진행하였다.
- 지역주민을 위한 영어교실, 영어연극 및 영어동화읽기 시간

매주 금요일 학부모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영어체험교실을 개방하여 원어민과 함께
회화시간을 갖는다. 일상회화 뿐 아니라 자녀의 영어교육 및 영어동화읽기에 관하여 토론
하는 시간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교내 학예회에서 영어연극을 하기 위하여 아동들
이 아는 한국전래동화를 바탕으로 영어시나리오 및 구성을 하여 3∼6학년 연합 영어연극
을 하여 직접 무대에서 영어와 영어노래를 함께 부르며 영어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시
간을 가졌다.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빅북 및 영어도서관에 있는 영어동화책을
이용하여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함께 영어동화를 읽는 시간을 갖는데, 그림과 함께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이해도 쉽게 할 수 있어서 특히 저학년 아동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이다.
- 영어말하기대회 및 영어연극발표대회 개최, 서양문화체험활동

학급에서 학급영어말하기대회를 열고 각 학급대표로 선발된 개인부문 1명과 영어연극
단체부문 1팀이 출전하는 본 대회는 영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표현력에 중점을 두어 진
행하였다. 또한, 성패트릭스데이, 캐나다데이, 할로윈 등 서양문화 소개 및 체험활동은 강
원도에서도 바다건너 풍습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잘하는 것 칭찬하기!

나의 은사님이 그랬듯 잘한다 칭찬을 받으며 영어를 즐겁게 공부한 나는 원어민영어보
조교사의 소위 ‘기’를 살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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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즐겁게 수업준비를 같이 하는 만큼 원통아이들에게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
각하였다. 나는 특히 그들이 자신 있는 것, 즉 서양문화와 관련된 요소들에 관한 체험행사
를 제안했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체험행사를 준비하며 각종 서양문화에 관한 유래와 전
통놀이 등에 대한 체험들은 원통아이들의 혜택이 아닐 수 없었다. 협력교사로서 원어민들
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 자연스레 한국문화에 대한 호
기심도 생겨나게 되고 서로간의 이해가 깊어져 이는 결국 강원 두메산골에서의 영어교육의
내실이 쌓을 수 있었다. 돌아보면 정말 바쁜 한해였고 내가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움직
이는 만큼 의견을 수용해 주고 아낌없는 아이디어를 주는 제임스와 데비는 언제나 든든한
친구였다. 환상의 팀워크만큼 영어의 재미에 푹 빠진 강원도 인제 원통의 아이들도 영어와
함께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고 앞으로도 넓은 지구촌을 향해 힘껏 도약하는 우리 모두
가 되기를 바란다.

스냅사진 및 설명

팀티칭 학부모 공개수업 중

교육청 장학 영어과 공개수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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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수업모습(저학년)

방과후 수업모습(고학년)

서양문화체험활동-할로윈

Trick or treat 할로윈체험활동 중

서양문화체험활동-Canada Day

서양문화체험활동-유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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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운동회 : 한-영 동시 방송

교직원친화활동참여 : 속초일원

Debby(우)와 함께 : 속초

James(좌)와 함께 야외활동 : ATV 산악바이크 체험

점심시간 Debby 와 영어놀이 중

점심시간 Debby와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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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 모델학급 공개수업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참석

TEE 모델학급 워크숍 : 인제지역청 관내 6학년
담임교사, 영어전담교사 및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참석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업공개

팀티칭 수업 후 협의회

교내영어말하기대회

교내영어말하기대회 심사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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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한 영어도서관

영어복도환경조성 : 동화책 비치

영어체험교실 복도 플래시카드

복도계단 영어문장제

하계영어캠프 : EXPO 영어캠프

하계영어캠프 : EXPO 영어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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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집중영어캠프(백담사만해마을)

단기집중영어캠프(백담사만해마을)

수업 협의 후 Teaching Log 기록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함께 구성 및 집필한
영어캠프 교재

퇴근 후 모임 Debby(좌) James(우)

Debby 생일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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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티칭 직무연수 참가

James 본교부임 1주년 파티

학부모 및 지역주민 영어교실

인제원통지역원어민대상 한국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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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서울 강동고등학교)

∙ STEP
∙ STEP
∙ STEP
∙ STEP

하나가 된 마음의‘High Five!’
- 영어뮤지컬‘The Moment’

1 - Getting to Know Each Other(친해지기)
2 - Getting Started Our Project (영어뮤지컬 프로젝트 활동)
3 - Working Hard (완벽한 역할 분담)
4 - 공연 자체를 즐기기

STEP 1. Getting to Know Each Other(친해지기)
우리학교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Jonathan Boehm 선생님과 나는 올해 처음으로 협
력 수업을 진행했다. 새로 개설된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실용영어회화)’이라는
과목은 원어민과 힘을 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준 고마운 과
목이다.
그동안 한 번도 어느 누군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담당하는 수업시간만큼은 나에게 주어진 고유 영역이라 여겨왔던 터라 같은 공간에 두 명
의 교사가 존재하고, 또 이에 맞는 수업방식을 구상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어색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단순이 나만의 것이었던
수업 주도권을 둘이서 나누어 갖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막연한 섭섭함이 더 앞선 던 것 같
다.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함께 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책임감을 나누
어 갖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조각나 있던 나의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들은 수업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나 혼자 진행하
던 익숙함과 자유로움에서 벗어나 ‘협력 수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다. 서
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협력자야말로 의미 있는 수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현장감을 일깨워 주는 활동적인 영어수업을 진행해준 Jonathan선생님께 커다란 고
마움을 느낀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Jonathan 선생님이 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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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간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이해력을 높여주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한 학
기가 지난 후 우리는 호흡이 잘 맞는 한 팀이 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Jonathan선생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마인드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같은 곳
을 보고 있는 교사로서 기쁜 마음으로 영어뮤지컬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STEP 2. Getting Started Our Project (영어뮤지컬 프로젝트 활동)
협력 수업에 대한 아쉬움이 남던 7월 어느 날, 나는 하계방학을 맞이하여 Jonathan 선
생님과 함께할 영어캠프를 계획하게 되었다. 평소 일선 학교에서 진행하는 틀에 박히고 딱
딱한 영어 학습 활동들 식상하게 느끼고 있었던 터라 조금은 창의적이면서 신나는 영어학
습활동을 진행해보고 싶었다. 고심한 끝에 나온 프로젝트. 그것은 영어와 예술을 접목시킨
영어뮤지컬이었다.
이런 유일무이한 프로젝트를 조금이나마 쉽게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Jonathan 선생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대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Jonathan
선생님은 대학에서 드라마와 영어를 복수 전공했고 나는 영어교육을 전공하며 무대공연 및
뮤지컬을 공부한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뮤지컬을 제작해 보자는 나의 제안을
Jonathan 선생님은 너무나 흔쾌히 받아들였다. 대표적인 종합예술인 ‘뮤지컬’을 영어로 연
습하여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자
아주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물론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은 우리를 힘들게 했
던 많은 난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영어, 연극, 그리고 뮤지컬’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수없
이 변경되는 조그마한 계획들과 틀어지는 스케줄 사이에서도 Jonathan 선생님과 나는 단
한 번의 충돌조차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작품의 완성도를
얻기 위해 각자 끝없이 노력했다.
일단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노래와 춤, 그리고 연기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Jonathan 선생님과 나의 공통적인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짜는 것이 그리 어
렵지 않았다. 먼저 고등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6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각 장면마
다 알맞은 노래를 찾아 넣고, 필요한 부분은 Jonathan 선생님이 개사를 했다. 대본은 여러
번의 수정(drafing)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한마디로 연습과정은 굉장히 흥겨웠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술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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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었고 무대 공연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서로 일치했었기 때문에 모든 단계마다 버
겁지 않게 진행되었다. 물론 우리가 지닌 무한한 에너지를 무척이나 많이 쏟았다는 것, 그
리고 예술적인 창작의 고통이 있었기에 작업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과정이
모두 보람되고 가치 있었다.
학생들이 대본을 받아 보던 날, 이들의 기대에 찬, 반짝이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다.
무대에 서본 경험이 있던 우리들은 학생들이 한 달 뒤 느낄 벅찬 감동과 아쉬움을 알고 있
었기에 더더욱 완성도 높은 작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Jonathan 선생님
과 나는 늘 영어 뮤지컬 수업이 끝난 후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서로가 어떤 식으
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또 상대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연습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
지에 대해 수없이 논의하고 또 논의했었다. 혹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상의하고 또 결론을 내려 작업을 진행했다. Jonathan 선생님은 상당히 사려 깊고 이해
심이 많았기 때문에 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STEP 3. Working Hard (완벽한 역할 분담)
1. 춤과 노래 vs 연기
뮤지컬공연을 한 달 남짓 두고, 우리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일단 춤과 노래지
도는 뮤지컬을 배웠던 내가 담당하고, 대본 읽기 및 동선 작업 및 연기 지도를 담당했다.
얼마 전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을 진두지휘했었던 유명한 뮤지컬 연출가 및 음악감독이
박칼린 씨에게 뮤지컬을 배웠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엄격하면서도 따뜻함이 배
어 있는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웠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이러한 기억이 내 학생들을 더욱
강하고 책임감있는 배우들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 반면에 Jonathan 선생님은 본
인이 직접 극을 구상하고 이를 무대에 올린 전문가다운 면모를 발휘하여 이번 공연의 무대
제작자로서 큰 역할을 했다. 무대 동선부터 시작하여 대본 연습 및 연기 지도를 담당했다.

2. 엄하고 무서운 선생님 vs 이해심 많고 착한 선생님
Jonathan 선생님과 나는 가르치는 스타일 또한 달리 했다. 평소 학생들하고 친했던 나
는 악역을 도맡기로 결정했다. 나는 수십 번의 연습 끝에 무대 위에 오르는 공연도 작은
실수로 인해 큰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해 늘 개인 책무성과 이에 따르는 긴장감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저 공연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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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즐겁고 신나는 아이들에게 무대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던 나는 굉장히 억세고
강한 눈빛을 보이며 무서운 선생님 역할을 했다. 몇 명의 학생들을 울리고, 섭섭하게 했었
는지 난 지금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다. 차가운 말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학생들을 제압하
고 긴장시키던 날은 집에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모른다. 속상하고 또 속상했지만
내가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즐길 수 있었기에 난 강해야만 했었다.
늘 호흡이 잘 맞았던 Jonathan 선생님에게 표현 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던 것은 아마
공연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즈음이다. 아이들을 혼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그에게
내가 너무 무섭게만 다가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늘어놓은 적이 있었다. 나에게
Jonathan 선생님은 단 한 마디, 강하고 힘 있는 말을 해주었다. 나는... 그래야만 한다는
말. 그리고 말없이 돌아서 학생들을 향해 늘 따뜻하고 재치 있는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활
기 있게 돋운다. 상의한 적도 없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본적도 없지
만 공연 연습이 반 이상 진행되어 오던 어느 날 우리는 말없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음료수를 사주면 아이들에게 Jonathan 선생님은 주전부리를 제공하는 찰떡
궁합 교사들이 되어 있었다. 물론 Jonathan 선생님 외에 다른 모든 영어과 교사들의 노력
덕에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Jonathan 선생님
이 없었더라면 이 영어뮤지컬은 무대에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STEP 4. 공연 자체를 즐기기
애정을 가지고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했던 한 달의 기간이 지나고 단 한 번의 공
연이 시작되었다. 배우들과 음향, 분장, 무대장치 스태프들, 그리고 Jonathan 선생님과 내
가 느꼈던 공연 전의 떨림과 아쉬움은 짙은 무대 분장 틈을 비집고 나온 발그레한 아이들
의 볼에서 느낄 수 있었다. 25명의 학생과 우리 두 교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40분의 공연
을 마쳤다. 한 달 남짓 한 기간 동안 매일 연습하고, 또 연습한 후 세 번의 리허설을 통해
우리가 토해낸 작은 40분간의 아마추어 공연은 만족 그 자체였다. 공연 후 서로에게 말없
이 환한 웃음을 건넸다. ‘High Five!’ 공연포스터 뒷장에 기념으로 나에게 남긴 Jonathan
선생님의 말은 이렇다. ‘Without your serious dedication and time spent this show
would never have been as great as it was. Thank you!’
겪어보아야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협력의 의미. 난 감히 겪어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만족한다. 또한 이로 인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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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적인 영어 뮤지컬 연습과정
단계

진행상황

기 간

일 수

비 고

1

지식 습득 및 대본준비

2010.07.26~07.30

5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역할분담 및 공연준비

2010.08.01~08.13

13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역할분담 및 공연준비

2010.08.14~08.23

10일

방과 후 연습

3

공연 리허설

2010.08.24~08.26

3일

방과 후 리허설

4

실제 공연

2010.08.27

1일

2

2. 공연연습 과정
1) 뮤지컬에 대한 사전 조사
7/26

Program Contents

Discussion for Plot

영어뮤지컬을 위한 Plot 작성을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하였다. 뮤지컬 공연의 전체적
인 분위기에 대해 의논하고, 예비 주인공들의 잠재력을 미리 파악한 후 이들에게 알맞은
역을 배정하고, 흥미롭고 독창적인 줄거리를 창작했다.

영어뮤지컬이란
무엇인가

뮤지컬을 생소하게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과 뮤지컬 넘버 등을 소개
하며 뮤지컬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하였다.

아이디어 회의 사진

Kim & Johnson 영어전문서점 방문

영어전문서적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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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본 쓰기
Discussion for
Script &
Characters

이틀에 걸쳐 수정되고 다듬어진 대본을 가지고 2학년 학생 3명과 교사들이 모여 이
에 따라 정해진 뮤지컬 ‘넘버’를 준비해 같이 들으며 대본 제작의 마지막 단계를 마무
리했다. 또한 공연 연습 시작 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의논한 후 오디션을 통해
각 배역에 적절한 배우들을 배치했다.

English Musical Plot Writing

Crews and Actors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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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뮤지컬 관람

뮤지컬 관람

21명의 학생들의 뮤지컬에 대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현장학습(뮤지컬 관람-김종욱 찾
기)을 결정했다. 교사들이 사전조사 결과 대학로에서 Open-run으로 공연되고 있는 국
내 창작 뮤지컬 ‘김종욱 찾기’이 참신성 있고 Plot자체가 탄탄하다고 판단을 했다. 뮤지
컬 관람 후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학생들이 뮤지컬을 본 이후에 ‘김종욱
찾기’에 나오는 뮤지컬 넘버를 찾아 감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현
장학습은 학생들이 뮤지컬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김종욱 찾기’뮤지컬 관람

‘김종욱 찾기’뮤지컬 관람 티켓

4) 역할 선정

Audition

SMS 문자로 오디션 일정을 알리고 학생들 각각 부르고 싶은 노래를 한 곡씩 선정해서
준비해 오도록 했다. 오디션 시작 전 학생들에게 교사가 만든 간단한 설문지를 돌려 본인
이 영어 뮤지컬 제작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설문지 아래
사진과 같이 첨부) 그리고 나서 학생들 한 명씩 모두 노래를 부르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영어와 음악 등의 뮤지컬을 다루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분석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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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영어뮤지컬 제작과정에서 참여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
Actors

Crews

2. 본인이 가장 자신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춤

노래

연기

제작과정 참여 의도에 대한 설문지

Dividing
Roles

Team

Crews

Actors
(Characters)

오디션 진행 후 (배우 4명/스태프 17명) 이렇게 희망자가 나뉘었다. 스태프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 성격이 활발하고 영어능력 면에서나 예술적인 면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고 판단되는 3명의 학생을 더 뽑아 배우 팀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스태프 팀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공연 준비에 들어갔다.

Roles

Names

Costumes

이은아, 김지영, 한혜린, 황소연

Sound Effects

진민정, 박정훈

Stage Makeup

교사 전원

Lightnings

윤영창, 김진향

Props

신유민, 권혜진, 방예림, 심나영, 이수지

Troy

박주헌

Jacob

곽재원

Jina

강지현

Bella

이소미

Amy

유금화

Ms. Beiber

임체리

Adam

노경민

Sally

조혜리

Crews와 Actors 역할 분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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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춤, 노래, 연기 연습

Getting on Stage 1

한 번도 무대에 서보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무대에 대
한 두려움을 없애고 남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흥겨움을 알게 해 주기
위해서 복식호흡, 무대에 서는 법, 동선(blocking)의 정의 등에 대해서 무대 경
험이 다수인 원어민 교사가 직접 강의했다.

Theater Dancing

각 장면마다 필요한 안무를 따로 짜서 매일 같은 시간 조금씩 꾸준히 연습을 했
다. 무대에서 추는 춤은 동선(blocking)까지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
는 무대와 연습실을 오가며 연습하여 나중에 직접 무대에 오를 때 당황하지 않도
록 주의시켰다.

영어뮤지컬 안무연습 현장

Improvisation

무대에 올랐을 때 느껴지는 긴장감을 예측해 보고 순간적으로 대사가 생각나지 않는다
거나 실수를 했을 때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고 재치 있게 실수
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영어뮤지컬 대본연습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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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공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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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Song (Seasons of Love)

#1 Scene - Song and Dance ‘Fame’

#2 Scene - Amy and Jacob

#4 - The Moment

#6 Scene - All for One

#Closing - All for 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