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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justify the effects of role play with

respect to speaking and listening functions and to provide the strategic

methodology for improving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of fifth

grade primary school students. We can expand role play as a strategic

teaching method to develop English learning models, so that English

can be more easily acquired to the students who are in the critical

language acquisition period. Strategic role play reflects the events and

experiences of many kinds of people in everyday life. It is suggested

that one of the best methods to improve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he primary classroom is through role play. Students can
develop meaning for language patterns by portraying situations in which

these instances in language would be used. This study proposes to facilitate

English communicative ability using various student-centered role play

strategies. It is concluded that the student-centered activities using

strategic role play help the students to improve their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This is done by deriving their own creative

dialogues and presenting the role play with their interests in learning

English and with subsequently positive learn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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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는 세계 공용어로 고착화되고 있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능력의 신장

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1997년

부터 초등학교에 영어를 정규 교과로 도입하였으며, 교육과정도 2002년에 제7차 교

육과정으로 개편하였다. 교육과정의 기본 틀도 과거와 달리 기본․심화․보충 교육

과정으로 단계화시키고 좀 더 학습자 개인의 수월성 신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제는

영어 교육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각 개인의 다양한 특

성과 능력과 요구 수준에 맞추어 전략적 지도방법(methodology), 이론적 접근방법

(approach), 다양한 학습활동 기법(technique) 등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언어는 생각을 지배하고 표출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또한 기능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언어는 선천적인 능력이다. 그러면서도 신체의 기능이

머리에서 팔다리로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달하는 것처럼, Chomsky(2001)에서 제안

하듯이 언어능력 역시 감각적인 언어에서 분석적인 언어로, 간단한 언어에서 복잡

한 언어로 발달하는 통합과 분열의 반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아동들은

선천적인 언어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부단히

언어 기능을 연마시켜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

키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결국에는 교실영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하

여 외국인과 영어로 의사 표현을 해야 할 실제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연구반과 비교반으로 구

분하여 적용한 다음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역할극 활용의 우수성을 분석해 보

고자 한다. 나아가 실험과정에서 제시된 역할극(role play) 전략들을 사용하여 현실

을 재현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되는 역할극 전략들은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

에 자신감 있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사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바람직한 방법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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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역할극과 의사소통능력

역할놀이(role playing)는 역할을 정해서 미리 짜여진 대본이 없이 혼자 또는 짝

과 함께, 그룹별로 그 규모를 달리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대화를 주

고받는 활동인 것이다
1)
. 학습 현장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아동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특정한 상황을 지정해 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즉흥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한다. 반면에 역할극은 다분히 의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그룹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다 함께 주제에 따라 대본을 작성한 후 각자 역할을

나눠 맡고 대화 연습을 한 후 발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역할놀이는 역할극을 하

기 위한 단편적인 학습 단계에 해당한다.

Littlewood(1989)는 영어의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통해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역할극 학습 활동을 제안하였다. 그는 역할 하기(role taking)와 역할

만들기(role making)로 구분하고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상황을 이해하는 역할 하기

와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형태를 취하는 역할 만들기로 구분한다. 역할 하기는 극화

대본이 마련된 주어진 대화 내용을 연습함으로써 말하기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며,

역할 만들기는 상황을 설정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해 보게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먼저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할 만들기가 중

요하다고 하였다.

역할극의 대본을 작성할 때는 주어진 상황을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편안하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교육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역할극은 주어진

역할을 행동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각의 상황에서 적당한 언어표현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무의식적

인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

하는 대화를 미리 충분히 익힌 다음 시작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학생의 역할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역할과 대사만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역할극에서 학습자는 역할극의 참여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언어기술이

발전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작업을 통하여 긍정적 자아 개념도 발전시킬 수 있

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영어 학습에서는 상황에 맞는 대화를 만들어 내야 하므로

창의적 표현을 할 수 있다. 단순한 구문의 반복이나 연습은 지루하지만 역할극은

1) 역할극은 그 용어 자체의 의미처럼 역할극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역할놀이나 심지어는

광범위하게 드라마까지 이 범주에 넣어 그 의미가 아주 모호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처럼 분명치 않은 구분은 학습지도에 있어서 자칫 학생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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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루하지 않으며 많은 다른 학

습자들과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느낄 수 있다.

역할극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는 학습자는 대화에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의사소

통능력이 증가되어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배역을 잘하는 다른 사람

의 발음이나, 표정 연출, 대화의 순서 등을 모니터 할 수 있어 상호 학습 효과도 얻

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문화적 배경이 드러날 경우 문화간의 차이를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Paulston과 Bruder(1977)가 제안한 것처럼 역할극은 상황, 역할, 유용한 표현 등

이 핵심적 구성 요소이다. 언어 사용은 언제나 상황을 포함하는데, 그 상황은 매우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역할극은 학습자에게 언어 사용에 관련된 역할을 가

상으로 부여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도록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수업방식이다. 역할

극에서 학습자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로 참여자 및 그들 간의 관계를

알아야 하며 자신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역할극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조건들이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역

할극을 시작해야 한다. 역할극을 통하여 학생들은 가상 인물의 역할에 대해 큰 흥

미를 느끼게 되므로 학생들을 수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또한 역할

극은 가상적 역할의 수행을 통하여 언어 기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와 동시에

실제 언어사용 상황에 매우 근접한 사회언어학적 언어의 기능, 의미의 미묘한 차이,

어법 등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 활동은 교사와 학생들, 혹은

학생과 학생 간에 실시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교사는 능숙하게 상황 설정 및

역할 부여를 해야 하며, 동시에 학생의 말, 행동, 표정 등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학

습 내용과 목표에 피드백시키려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교실에서 하는 역할극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것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학생들이 상대방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

고 자신의 역할만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역할극은 실패하게 된다. 이 때 중요한 것

은 교사가 역할극을 실제로 행하기 전에 역할극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이해와 적용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단순히 정해진 대화를 외워서 발화하게 한다면 그것은 역할

극이 아니고 단순한 언어 연습에 불과하며 의사소통능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못

한다. 여기서 의사소통능력이라 함은 학습자가 적절하고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어를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말한

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대화

가 가능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기초적인 의사

소통능력은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간단한 말을 발음하여 말

로 표현하는 능력과 쉽고 간단한 말을 글로 써서 표현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2)

의사소통능력은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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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특히 전략적 능력은 가장 상위 단계로 대화나 담화를 막힘없이 지속할 수 있

는 수행능력이다. 따라서 전략적 능력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보완할 수 있는 손짓, 몸짓, 표정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능력까지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능력이란 모든 언어표현이 지니는 사회적, 문화적

규칙과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하여 최숙희(2001)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이론은 외국어 교수법의 목표를 언어교육에서 의사소통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언어 학습자는 언어사용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교육되어야 한

다고 제안한다.

Littlewood(1989)는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과 사

회적 의사소통 활동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의사소통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활

동에서는 학습자의 문법적인 정확성보다는 효율적인 의사 전달에 목표를 두기 때문

에 언어의 형식보다는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다.

음성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은 듣기와 말하기이다.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의미가

인지되면 듣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 입으로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소통 과정은 인지, 발화, 상호작용으로 크게 분류된다. 의사소통 기능은

습득기능(skill-getting)을 토대로 사용기능(skill-using)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서로

의미가 전달될 때 진정한 의미 소통이 일어나고 습득기능의 단계에서 지식을 쌓은

다음 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말하기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이 구현될 수 있는 상황을 교실 안으로 유도해서 재현한 가상적인 현

실에서 역할 연습을 하는 것은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

서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의미 전달에 쓸 수 있는 구문과 어휘를 이

해하도록 상황을 말해주고 이를 충분히 연습시켜야 한다. 교사는 이러한 활동이 원

2)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고 있는 한국 아동의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영어 습득을 위

해서는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고 의의가 있다. 이 둘 사이에 원칙적으로 언어습득의 과정이 비슷하다면 외국어 학습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 습득과 같이 자연스럽게 습득되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이들

의 관계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감안한 학습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언어

습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즉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과 언어능력

(language competence)이 선제 조건으로 작용한다. 습득 또는 학습은 이 두 요소를 획득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습을 통한 의사소통능

력을 배양하는 것이 주어진 목표이자 선결 과제인 것이다. Chomsky(1959, 1965)에 의하면 인

간에게는 언어의 생득능력이 있으므로 언어자료(linguistic data)를 아동에게 제시하게 되면

언어의 종류나 수량, 언어 학습 환경에 상관없이 아동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의 구조를 잘 파악하여 이해하는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을 통한 의사소통의 의미를 터득

하게 되면 각 언어가 지닌 매개변항(parameter)을 알게 된다. Chomsky(1966)에서는 아동은

무의식적으로 언어 구조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어에 대한

적절한 노출과 함께 의미가 있는 언어행위에 대한 노출이 크면 클수록 언어습득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언어구조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고정화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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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게 학습될 수 있는 장(field)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

하고 상호의존적인 학습활동을 보이면서 형식보다는 의미에, 정확성보다는 유창성

에 치중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의 의미를 터득하게

하고,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과 책략을 배워 자신감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언어자료는 반드시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사에

적합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자료를 제시하여 이해시키는 정도로 해야 한다. 이때 너

무 표현기능을 일찍 강조하면 학습자의 감정적 여과장치 벽이 높아져 이해할 수 있

는 언어자료가 언어습득을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역할놀이는 학습자끼리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한 형식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 학습

에 있어서 한 학습자에게 가상의 역할을 맡게 하고, 역시 가상의 역할을 맡은 상대

방에게 즉석에서 어떤 행위와 발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언어학습, 특히 말하기 학습

을 시키는 연습 과정이다. 역할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이다. 따라서 역할극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대화를 실연하게 하는 드라마 대본

연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드라마 대본 연습을 통한 공연은 학생들에게 암기와

실연 능력을 요구하지만, 역할극은 학생들의 즉흥성(improvisation)과 가상적 역할

(fictitious role)을 강조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의사전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

표를 두고 있다.

언어 학습, 특히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역할극을 권장하는 이유는 역할극 연습이

정확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특정 상황을 제공해 주고, 이 활동이 상황에 맞는

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즉흥성과 창의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켜 주기 때문이

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사회화 학

습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Rivers(1978)는 기본적인 언어능력을 습득하여 실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

적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 의사소통이 습득된다고 본다. 그는 의사소통 습득

단계를 연습 단계(mechanical-meaningful communicative drills), 행위 단계

(communicative getting), 그리고 사용가능 단계 (skill-using)로 나누며 연습 단계

는 문형 연습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언어적 기본 지식이 습득된다고 본다. 그는 의

사소통 단계를 언어 조작 단계와 언어기능 사용 단계로 양분한다. 언어조작 단계에

서는 언어의 단위, 범주, 문법 기능을 인지하고 이들에 관한 규칙을 내재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언어 연습에 있어서 언어표현과 실제 상황을 결부시킨다 하더라도 가상

의 교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는 언어 조작 단계에서 언어기능 사용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연습 상황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가상의 의사교

환 단계에서 자발적인 언어사용 단계로 발전함으로써 상호 의사소통 단계에 이를



전략적 방법을 활용한 역할극 연구: 언어습득시기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209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자발적인 언어사용 단계로 이동하기 위하여 역할극 학습

방법이 유용하다.

영어 학습에서는 언어를 습득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상황 제시를 많이 하게 된다.

학습자를 되도록 다양한 상황에 노출시킴으로써 언어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에게 의미 주제를 주고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에서 추출한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능력은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으로서 의사표현이 요구되는 상

황에서 용법에 맞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대화 중 ‘Open the

window, please.'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청소를 하기 위한 상황인지, 더워서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화용적(pragmatic)
3)
인 능력과 문법적인 어

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의사소통 전략이 필요하다.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감정적

여과(affective filter)를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학습전개 과정에서도 각 과

정마다 요구되는 알맞은 지도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알맞은 입

력(input)이 일어나고, 학습자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살펴보고(monitor) 받아들여

자각(intake)을 하게 된다. 의사소통의 메시지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화자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두면, 화자는 메시지를 의미한대로 암호화

시켜 언어로 표현한다. 그 표현을 들으면서 청자는 차례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의미를 식별하는 해독과정을 시작하고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이 때, 많은 표현들이

언어학적으로 중의적이기 때문에 어느 표현이 화자가 의도했던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청자는 화자가 전달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단어의 의

미를 배우고 문장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만 모국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아

니라 언어 체험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언어 구사능력이 깃들게 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른 바람직한 언어구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의사소통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역할극을 통한 언어습득의 필요가 더욱 절실해진다.

III. 연구방법: 전략적 역할극 적용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

는 전략 방법을 적용하고 그 효용성에 대해 조사한다. 여기서 다루는 초등 영어교

육의 목표는 영어를 원어민과 같이 유창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는 것

3) Katz와 Fodor(1963)는 선택(setting selection)이론에서 화용은 문장이 발화되는 화맥에 의

해서 그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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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외국어에 대한 생소함을 덜어 주어 친숙함을 길러주는데 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인지발달 단계상 형식적 조작기
4)
에 이르게 되므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여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결정적 시기가 된다고 본다.

1.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연구반과 비교반으로 구분하여

적용한 다음 비교․분석한다. 교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5학년 국정교과

서를 기본서로 하여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목표를 구현하는데 둔다.

연구 문제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원별 주제를 학습하기 위해서 학생

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할 수 있는지 방안

을 찾아본다. 물론, 학습이 어느 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생활 현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최적 안으로 역할극 활용 수업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인 5학년 영어과 교육과정안은 모두 1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

원은 4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은 1단원을 주당 2시간씩 2주에 걸쳐 4시간 동안

지도하고 있다. 연간 지도계획은 16단원을 1, 2학기로 구분하여 한 학기당 8단원을

지도한다. 교과서에 실린 역할놀이가 제시된 단원은 4개 단원으로 전체적으로 그

분포가 적은 편이다. 체험해 가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 단원마다

역할극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역할극의 활용은 체험 감각을 통해 경험한

언어 교육이면서 우연한 접근이 아닌 필연적인 접근방법이다.

2. 전략적 역할극 수업 전개 과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목표는 초등학생들이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의

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

게 하는 것이 초등학교 영어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학년 영어과 교육과정안은 모두 1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은 4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한 단원은 8쪽이며 내용에 따라 한 차시에 2쪽씩 지도하게 되어 있

다. 수업은 수동적인 수업을 탈피하여 모든 차시에 걸쳐 필요한 경우 발화, 게임,

4) Piaget(1952)는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를 감각 동작기(0～2세), 전개념기(2～4세), 직관적 사

고기(4～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1～15세)인 5단계로 구분한다.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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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활동으로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연간 지도 계획 16

단원 중에서 학습활동 방법으로 역할놀이가 제시된 단원이 1․4․9․15 단원뿐이므

로 전체 구성비의 25%를 차지한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니나,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능력을 신장

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역할극의 비중이 적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

해서 유형이 같은 단원끼리 묶어 학습지도를 한 후, 묶은 두 단원을 8차시로 간주

하여 단원이 끝나기 바로 전 8차시에 역할극을 해 보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원

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교과서의 단원의 배열이 같은 지도요소

별로 묶여있지 않고 무작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요소가 유사한 단원끼리

묶어서 교수․학습에 좀 더 효율화를 기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

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의 단원의 구조를 살펴본 다음 이것을 재구성해 보았다. 연구

의 실제에 따른 전략적 역할극 수업 실험 전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학습 내용 인지

역할극은 학습자들이 우선 주어진 역할의 대사를 행동화하기 위해 짝 활동 또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표현해 보고, 다음 단계에서 주어진 수행 요소를 떠나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의사를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역할 연기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화의

기본 언어 구조를 익히게 하고 더 나아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한다.

1차시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습요소를 파악하여 보았다. 이때 주어진

자료를 제시(비디오, CD-ROM, 카세트 녹음기, 실물환등기, 컴퓨터 인터넷 학습 프

로그램 등)하여 주요학습 내용을 각자가 메모하고 추출된 학습요소를 재료로 하여

자신의 경험과 결부시켜 대사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어진 학습요

소를 빠짐없이 삽입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후 메모된 것을 가지고 그룹별로 역

할극 대본의 줄거리를 완성하였다. 학년 초 3～4월에는 아직 이러한 유형의 역할극

대화 글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한국어로 된 대사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문 극본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극본으로 대화 연습을 할 때도

한국어를 사용하다가 차츰 익숙해지면 영어로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하였

다.
5)

전체 16개의 단원 중에서 3단원인 It's under the table이라는 단원은 학생들이

5) 박연미(2001)에서는 집중 영어캠프에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사용금지

방안을 채택하였으나 자유시간과 주말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좀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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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기가 쉽게 되어 있다. 우선 생활 장면이 늘 학생들이 접하는 친숙한 장면이

고, 또한 대화에서 주고받는 화제 역시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역할극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켰다. 먼저, CD-ROM

으로 대화(Dialogue)를 시청하게 하였는데 대화의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무척 재미

있게 꾸며졌다.
6)

It's under the table에서는 사실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

기 위한 언어규칙인 기본 문형이 Where is ? It's the table 이다. 대

화에서 주고받는 이러한 기본문형이 학습요소이다. 여기서 수없이 많은 대화문이

기본 문형과 결부시켜 작성될 수 있다. 예상되는 질문 유형 중에서 Where's my

pencil case?에서 밑줄 친 낱말만 달리해 가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응

답으로 It's under the table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 실제 학습지도에서 아

동들이 제출한 대본을 살펴보면 지문은 우리말로 작성하고 주요 내용인 Where is

?라는 기본 문형은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

본 문형을 익히기 위한 주어진 학습활동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진다.

2) 자연적인 언어습득 방법 채택

언어는 기계적으로 반복․암기해서 기억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어

습득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터전만 마련

6) 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Mom: Nami, Hurry up.
Nami: What time is it, Mom?
Mom: It's eight.
Nami: Eight? (시계가 8시를 알리는 소리)

I'm late. Where is my pencil case?
Mom: Pencil case ? Look! it's under the table.
Namsu: (동생 남수가 이것을 보고) This is my pencil case.

이 때 나미의 아버지가 출근하는 길

Dad: (손목을 만지다가) Honey, Where's my watch?
Mom: There! On the TV.
Dad: Thanks.
Mom: Watch out!
아버지가 현관 바닥에 있는 필통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 후 필통을 집어든다.

Nami: (아버지에게로 다가가며) That's my pencil case. Sorry, Dad.
Dad: It's OK. Here! (건네준다)
Nami: Thank you, Dad.
Dad: Bye-bye.
Mom, Nami, Nams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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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다면 의외로 쉽게 습득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행동주의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부단히 자극 조건을 주면 의식․무의식적으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학습은 의도적인 주의 집중을 요구하므로 집중력이 약한 초등학생들

에게는 거의 강요적인 방법이 되어서 실효성이 적다. 현재 5학년의 경우도 감각적

인 면에 습관화가 되어서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학습에 장시간 몰두하기가 어렵

다. 따라서 다른 교과와는 달리 영어 교과에 우수한 학생들과 부진한 학생들이 뚜

렷하게 양분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놀이 중심․게임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학습지도가 아닌 시청각 기자재를 이용한 반복 청취와 따라하기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 학생들에게 영어는 지루한 것이라는 영어 교과 기피 현상을 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 연구 시범학교 공개 수업에 참가해 보면 부자연스러운 학생들

의 활동 모습에서 종종 나타나게 된다. 영어는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한

다는 인식이 아닌 놀이를 게임 형식으로 하는 그 자체의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활동이 끝났을 때 교육 목표인 언어구조가 내재되고 활동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또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깃들도록 해야 한다.

3) 역할극 발표에 따른 필수 요소

본 연구에서는 적합한 수업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문헌을 조사하고, 관련

된 학습이론을 고찰하고 교과서 단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역할극 수업 모형을

정립하여 보았다.

참고문헌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역할놀이 학습은

하나의 일정한 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영어습득 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수준

별 교육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언어입력과 상호작용(input and interaction)이다. 영

어 학습 향상의 관건은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언어입력의 절대량이 많을수록 향상된

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입력의 의미는 매체를 통해 접하는 영어, 출판물, 교실에

서의 수업 등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영어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입력 가설에서

중요한 것은 Krashen(1985)이 제시한 이해할 수 있는 언어(I+1, comprehensible

input)이다. 즉, 학습자의 현재 수준 보다 한 단계 위의 언어수준이 주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그 이상의 수준이 제시될 때 학습자에게는 어려워져서 입력 자체가 무

의미해지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주어진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 의욕 내지는 성취 의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학습지

도 경험에서 얻게 된 사실은 이러한 주장이 모든 학습에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예

를 들면, 체육의 경우 ‘도움닫기 넓이 뛰기’를 할 때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없이 몇

번이고 시도해 보게 하는 것 보다, 가능한 정도의 선으로 확고한 합격 기준점을 제

시해 주고 시도해 본 결과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달랐다. 성공했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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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은 1차 시기의 성공에 이어 한 단계 더 성취해 보려는 욕구에서 1차 시기보

다 2차 시기에 더 높은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영어학습에서도 교사의

창의적인 수업 방법으로 학습자의 성취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내

야 한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언어를 입력시키기보다는 교사와 학습자간에 그리고

학습자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때 외국어 습득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본

다.

4) 역할극 작성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Littlewood(1989)는 역할극을 단순한 모방과 기계적인 방법인

‘역할 하기’와 창의적인 행위의 형태를 취하는 ‘역할 만들기’로 구분하였다. Paulston

과 Bruder(1977)는 드라마의 대본을 통한 구두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가상적 역할

과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즉흥성으로 구분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역할에 있어서 수동성과 능동성으로 구분될 것이다.

언어사용은 항상 상황을 포함하는데, 상황은 매우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다. 교실

에서 제공되는 역할놀이는 인위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

의 역할만을 기계적으로 한다면 구성원 상호간에 흥미를 상실하고 목표 달성이 어

려워진다. 단순히 대화를 한 줄씩 외워서 발화하게 한다면, 그것은 역할놀이가 아니

고 단순한 언어 연습에 불과하며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개별 활동, 짝 활

동, 그리고 그룹 활동은 각각 나름대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개별 활동과 짝 활동

은 유창성을 길러주고 그룹 활동은 정확성을 길러준다.

(1) 영어 역할극 작성의 유의점

역할극은 무엇보다도 아동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꾸미기 쉬워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한 문장이 아홉 단어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가급적 단문을 사용하도록 한

다. 이때 생활영어를 많이 사용하되 구문을 적극 활용하고 필연적인 동작이 생겨나

도록 하는 말이 유익하다. 또한 많은 아동들이 대사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유의하

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선택한다.

(2) 역할놀이의 발전 단계

역할놀이의 방법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초보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시작해야 하

며 교재에 주어진 기본 학습내용을 그대로 충실하게 원용하게 한다. 그룹별로 우열

의 차이를 보이는데, 우수한 그룹은 구성원 전원이 협동적이고 충실하게 역할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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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 내는 반면 뒤지는 그룹은 흥미마저 잃고 뒤쳐지게 된다. 이때는 우리말로 기

본 대화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차츰 자신감을 가지면 영어로만 작성하게 한다. 다

음 단계는 주어진 언어 내용을 시간, 장소, 등장인물 등을 약간만 변형시키는 방법

을 취한다. 좀 더 발전된 단계는 주어진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사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작성해 보게 한다. 최종 단계는 설정된 상황에서 시간, 장소, 인물, 사건에

구애됨이 없이 구성원 나름대로 대화글을 작성하여 시연하게 해 본다. 외국어인 만

큼 망설임과 주점함이 있게 마련이지만, 차츰 익숙해질수록 습관화되어 자연스럽게

적극 참여하게 된다.
7)

(3) 생활과 밀접한 살아있는 대화 만들기

현행 교과서는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실생활에 필요하

고 생활영어에 필수적인 대화문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학습자들에게 진정한 의미

의 살아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신용진(1992, p. 232)은 교사는 주

어진 교재만을 가지고 학생에게 설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보충자료의 활

용은 물론 주어진 문장의 재구성을 시도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

으며 신성철(1994, p. 61)은 언어자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교재 내용을

자신의 형편에 맞게 수정하는 것, 교재에 있는 것을 빼는 것, 없는 것을 보충하

는 것 등 모두 교사 자신의 창의적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외국어 습득의

첫째 필수 조건은 외국어와의 접촉이며 두 번째가 학습동기 내지 학습의욕이므

로 외국어 학습은 원어민들의 언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5학년의 영어학습은 학습과정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

와 친근감이 있어야 하며 대화의 소재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용빈도

가 높은 생활회화 위주일수록 관심과 의욕도 강하여 학습 효과도 클 것이다.
8)

7) 역할놀이 그룹을 구성할 때 아동들이 가장 선호 방법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때 어느 그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

는 모든 그룹을 모아놓고 한 명씩 선택해야만 하는 옵션을 주면 모두 잘 선택된다.

8) 예를 들면, 실제 외국인이 쓰지 않는 영어를 쓰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돌아온

다’고 했을 때 흔히 I'm going to back.이라고 쓰지만 실제로 그러한 표현은 쓰이지 않고,

I'm going to here back이라고 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문장 표현들을 학생들에게 보충자료
로 알려주어 익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아동들도 생활영어 표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정되고 실생활과 동떨어진 표현을 쓰고 있는지 놀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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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할극 연습 및 리허설

대화문을 완전히 파악한 후에는 실제로 생활 장면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역할극

연습을 해 본다. 대화 글의 모든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공포감

을 갖게 되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므로 대화문을 하나씩 완전히 암기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9)
중요한 사건이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는 역

할극을 멈추거나 되돌리지 말고 가능한 한 그 사건을 대화의 다른 부분에 넣어 자

연스럽게 전개시키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진행되는 시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데 너무 길면 역할극 전개에 무리가 없이 생략하며, 거울 앞에 서서 표정과 몸짓을

해 보고, 녹음하여 다시 들어 최종적으로 속도나 목소리를 조절한다.

연극에 대해서 아동들이 개요를 확실하게 알아야 흥미를 갖고 이해할 수 있게 된

다. 먼저 한국어로 연극을 하게 한 다음 영어 연극을 하면 영어 역할극의 의미를

모르는데서 오는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어 재미를 더 할 수 있다.

(5) 심화 단계

아동들에게 상황을 주고 그것에 알맞은 대화문을 만들어 오게 한다. 그리고 각자

가 만들어 온 다양한 대화문을 하나의 통에 모아 놓고 자신에게 맞는 상황 카드를

선택해서 역할 연습을 하게 한다. 이 때 역할극 대본집 소책자를 만들어 들고 다니

면서 보게 하면 재미있어 하고 수시로 읽어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6) 창의적인 역할놀이 단계

역할극은 특정한 상황이나 아동들이 좋아하는 장면을 통해서 역할을 맡아 대화를

하면서 언어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몸짓, 표정까지 넣어서 그 역할의 특

징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역할극 구성 요소는 상황, 역할, 유용한 표현인데 가장 핵심은 아동들이 유용

한 표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인 것이다. 단원의 학습 목표에서 요구하는 기

본학습 문형을 익힐 수 있도록 꾸며진 표현이면 가능하다. 대화문을 작성했을 때

9) 본 실험 연구를 통하여 역할극을 실제 무대공연으로 보여 주기로 결정했을 때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맡은 배역의 대사를 완전히 외워야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무조건 외우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하면 영어에 대한 인식을 그릇되게 심

어주고 기피현상을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유형의 기본 문형을 적은 문장책

(Sentence Book)을 만들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자연스럽게 수시로 들여다보고 문장의 구조

를 익히게 했고, 시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역할극에서 자신이 맡은 배역의 대사 역

시 그런 식으로 해볼 것을 권장했더니 부담감을 덜어주어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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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년의 언어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교사가 원하는 문장을 더 넣거나, 길고 복

잡한 내용은 대화의 맥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간단하고 짧게 고쳐 준다.

창의적인 역할놀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역할

놀이가 아닌 역할극을 통해서 관객 앞에서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

로써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준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

는 이유는 생활 장면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필요한 준비물을 생각해 보게 하고 인

물의 역할이 처해진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찾게 하는데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개별화 지도 방법으로 학생의

수준 차에서 오는 학습 부진을 제거하고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심화․보충 지도는 기본 학습이 이루어지고 통합된 2단원이 끝

나면서 학생의 수준을 나누어 이루어진다. 심화․보충형으로 구분된 수준별 학습활

동은 소그룹과 개별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학습 능력이 각기 다른 학습자들

이 소그룹에 참여하여 주어진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룹 활동을 전개하려면

우선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협동․협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IV. 역할극 전략 분석 및 활용전략

1. 역할극 연구 방법 및 분석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연구반 4 학급을

설정하고, 실행 후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교반 3 학급 학생 중 학급당 10명

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증하기로 하였다.
10)
12월에 4 학급의 연구반에서 표집한

40명과 비교반에서 표집한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지필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반과 비교반의 검증 대상자 선정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급당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쳐 모두 10명씩을 선발하였다. 표집된 7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도, 관심분야를 설문지에 의해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7개의 문항으로 하였

으며 본 연구의 주제 구현을 위한 역할극에 대한 반응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생

활중심 언어를 어느 정도 자신 있게 구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평가 검증을 위해서 전체 동 학년 학생 308명 중, 대상 학생 70명을 한 곳에 모

아 일시에 지필평가를 하였으며, 지필평가가 끝난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회

수된 설문지 70매 중에서 한 군데 이상 응답이 없는 설문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61

10) 무작위 선정의 기준은 학생 번호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50:50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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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설문지의 문항별 반응을 통해서 비교․ 검증하였

다.

설문지는 3월에 아동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실시한 설문지 결과와 연구 실행목표

를 실시한 후 12월에 실시한 설문지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좀더

광범위하게 아동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와 관심을 살펴보았고, 무엇보다도 역할극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주력하였다.

연구반의 경우는 3월과 비교해서 역할극에 대한 관심도의 향상 유무를 연구 전후

로 구분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또한 역할극 중심의 학습이 과연 어느 정도 듣기와

말하기 능력 함양에 기여했는지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지필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한 후 비교반과의 학력의 편차를 알아봄으로써

그 동안의 학습 시간에 투입된 역할놀이 중심의 학습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를 고찰해 보았다.

표 1에서 표 3까지에서 나타나듯이 결과 수치를 분석해 보았다. 사전 검사 대상

은 5학년 7개 학급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후에는 40명을 표집하여 분포 비

율로 전후 비교를 하였다.

말하기가

어렵다

듣기가

어렵다

역할놀이가

재미있다

학습자료 제시방법

CD-ROM
카세트

라디오

놀이자료

(카드, 구체물 자료)

사전검사 6.5 12.7 20.6 40 2.3 1.9

사후검사 5.2 10.2 34.5 53 3.2 11.4

표 1

영어의 관심분야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 통계표(연구반)

사전 검사인원 N=308, 사후 검사인원 N=36

연구반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의 실천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보았다. 말하기와 듣기

에서 어렵다는 반응은 말하기는 1.3%, 듣기는 2.5%가 줄어들었다. 이는 근소하지만

향상을 보인 의미 있는 반응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역할놀이에서는 13.9%를 나타내

며 현저한 정도로 관심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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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가

어렵다

듣기가

어렵다

역할놀이가

재미있다

학습자료 제시방법

CD-ROM
카세트

라디오

놀이자료

(카드,

구체물자료)

기타

학습자료

연구반 5.2 10.2 44.5 63 12.0 14.5 10.5

비교반 6.9 10.6 28.0 70.5 16.2 11.9 1.4

표 2

설문지에 대한 반응: 비교반과 연구반 비교 분석표

비교반 N=25, 연구반 N=36

․N은 설문지 응답자 중 문항별 무응답자는 제외한 인원수임.

․기타 학습 자료로 Literacy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화책 종류가 사용되었음.

표 2에서 보듯이 연구반의 전체적인 수준의 향상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반과

의 결과 처리를 살펴보았다. 말하기, 듣기의 기능면에서 연구반이 근소하지만 앞서

는 편차를 보였다. 본 표에서 현저한 차이점은 역할놀이에 대한 인식이 연구반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학습자료 투입을 살펴보면 비교반은

CD-ROM을 선호하는 정도가 연구반을 앞서고, 연구반에서는 놀이자료에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점수

분포

30

이

하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평

균

점수

차이

연

구

반

인

원

수

. 1 2 . . 1 2 3 4 5 5 8 3 4 2
76.3

연구

반>

비교

반

+3.8

% 2.5 5.0 . . 2.5 5.0 7.5 10 12.5 12.5 20 7.5 10 5.0

비

교

반

인

원

수

1 . . . 1 . 3. 6 5 3 4 3 2 1 1
72.5

% 3.3 . . . 3.3 . 10 20 16.7 10 13.3 10 6.7 3.3 3.3

표 3

지필평가에 대한 반응 비교반과 연구반 비교 분석표

비교반 N= 30 연구반 N=40

듣기 중심의 지필평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연구반이 비교반보다 평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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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동안 줄곧 언어표현을 통한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놀이학

습에서 얻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80점 이상의 우수한 편에 속하는 정도

는 연구반이 55%이고, 비교반은 36.7%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2. 역할극의 활용 전략

학습지도는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듣고 따라 말해 보는 반복적

인 학습보다는 놀이 중심의 학습활동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한 의사표현

활동이 효율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험과정을 통해 적용하였던

역할극의 활용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역할극 활용 때 영어시간을 2시간(80분) 연속 지도하면 교사 입장에서는 학습지

도의 집중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자료 입력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이 1시간

단위의 수업으로 인해 학습활동이 단절되어 부득이 다음 시간에 다시 활동 을 시작

해야만 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역할극에 관련된 연간 단원지도 계획을 유사한 단원끼리 재구성하여 지도함으로

써 단원 간의 상호보완 작용으로 학습지도에 수월성을 기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입

장에서도 이전 단원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상기시켜 학습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역할극 구성 때, 일상생활의 장면을 도입하여 역할 분담을 통한 실제 행동을 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상황에 맞는 대화의 전략을 터득할 수 있고, 직접 말해

보는 학습이 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 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었다.

․각 그룹 별로 역할극 시연을 함으로써 관객으로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은 대화 내

용을 듣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지능력을 도와주고 내재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좋은 점을 복습하는 효과를 얻게 된

다.

․역할극 대본 작성을 직접 해 보고 대화 내용을 상기시켜 볼 수 있게 하는 지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수업시간에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준

다.
11)

․역할극을 종합 발표하는 기회를 통해서 소품 준비와 대화를 주고받는 때 사용하

는 언어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학생들 간

에 협동적인 그룹 활동으로 친화력을 높이며 표현 활동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준다.

11) 역할극은 등장인물의 역할을 맡아 말해 봄으로써 외국어로 말하는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얻게 해주는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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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시간은 소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만 학습 성취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구성원은 항상 리더가 있는 일정한 팀으

로 구성되어야만 협동학습이 원활하게 된다. 학급의 분단 조직상 자주 변경되어 이

에 따른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영어 시간만은 활동하는 고정된 소그룹 구성의 전

략이 필요하다.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맡아 발표를 전제로 한 역할극과 역할 분담 없이 즉흥적으

로 주어지는 배역에 따라 놀이로서 대화를 주고받는 역할놀이를 구분해 명확한 한

계점을 전략으로 제시해 주어야 학생들이 활동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음 활동 단

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역할극 대본 작성 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연습한 기본적인 문형이 지켜지면서

재미있는 대화 전개로 되어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대본을 작

성할 때 흥미 위주로 작성하여 내용이 수준에 미달될 수 있으므로, 대본의 검토 작

업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극 적용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70명을 연구반과 비교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반의 경우 실행 계획을 실천하기 전과 후의 비교에서 말하기와 듣

기 기능면에서 어렵다는 반응이 말하기에서는 1.3%, 듣기에서는 2.5%가 줄어들었

다. 이는 근소하지만 향상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역할극에

대한 학습 흥미도에 있어서는 13.9%를 나타내어 현저하게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

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연구반과 비교반의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향상도를 살펴보았다. 말하기, 듣기의 기

능면에서 연구반이 근소하지만 앞서는 편차를 보여주었다. 현저한 차이는 역할극에

대한 인식이 연구반에서 훨씬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학습자료

투입에 대한 반응에서는 비교반에서 CD-ROM을 선호하는 정도가 연구반을 앞서

고, 연구반에서는 놀이 자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그동안 놀이

학습을 통해 얻은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듣기 중심의 결과를 알아보

기 위한 지필평가에서 그 결과는 연구반이 비교반 보다 평균 3.8% 더 높게 나타났

다. 그동안 줄곧 역할극을 할 때 언어 표현을 하면서 말하기와 듣기에 익숙해진 결

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어 학습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80점 이상의 우수한 편에

속하는 정도가 연구반이 55%이고 비교반은 36.7%의 분포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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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펴본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듣고 따라 말해 보는 반복적인 학습보다는 체험을 통한 놀이 중심의 학습

활동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효율적이었다.

역할극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의 장면 역할을 분담해서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화의 전략을 터득할 수 있고, 직접 대화를 해 보는 학습이

되기 때문에 학습효과 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되었다. 또한 각 그룹별로 역할극을

발표하게 하여 관객으로 참여하는 다른 학습자들에게 배역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

을 청취하게 함으로써 기본학습 내용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내재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게다가 역할극은 등장인물의 역할을 맡아 말해 봄으로써 외국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얻게 해주는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

학습자들은 직접 역할극 대본을 작성해 보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상기시켜 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며 집중력을 높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어교육 현장에 역할극 전략적 방법들을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학습

을 통하여 익힌 내용을 기본으로 학습자별로 선천적 언어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창

의적인 학습 활동을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역할극은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여줌으로써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함을 볼 수 있었다. 학습자들

은 역할극의 대본을 구성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통하여 서로 협동적인 그룹 활동을

함으로써 그들 간의 친화력을 높이며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개인별 학습자 중심의

바람직한 표현 활동으로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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