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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창기 한국어 교육이 문법 이해를 요시했다면 재 한국어 교육은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효과 인 방법의 하나로 교육을 한 교육연극에 심이 

높다. 교육연극은 실제로 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해 가상  상황을 만들어 상황에 맞는 단어와 문법

을 사용해 볼 수 있으며, 몸짓, 표정 같은 비언어  표 도 배울 수 있어 실생활에서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이 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같은 목표

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학습자가 심이 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다른 학습자들과의 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성과 자신감도 기를 수 있다. 

본고에서 교육연극 기법  인터뷰하기, 텍스트를 본으로 바꾸기, 이어질 을 상상해 본으로 바꾸

기, 역할극, 토론을 활용한 활동에 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활동들이 성공하기 해서는 좋은 동 상이나 

학습 자료들을 개발하여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사를 한 연수 로그램을 만들어 연

수 로그램에서 배운 교육연극 기법들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야 할 것

이다.

■ 중심어 :∣교육연극∣한국어 교육∣표현능력∣연극적 기법∣

Abstract

The early stag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to understand grammar. However, rec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aims to improve expressive ability for smooth communication. 

Hence, educational drama for education has gained attention as one of the effective ways of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Educational drama provides an actual conversational situation 

in which one can use appropriate words and grammar depending on the situation. Non-verbal 

expression such as body language and facial expression could be picked up so one also improves 

one’s communicative abilities naturally. This means that educational drama shares Korean 

language education’s goal of improving communicative ability. 

Moreover, the student becomes the core of the activity and finds solutions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s, and this also helps improve social skills and self-esteem.

This thesis covers methods of having interviews, re-writing texts to scripts, writing up 

post-script by imagining the following text, role-playing, and improving expressive ability by 

debating educational theatrical techniques. To make these activities successful, good quality 

VOD and learning materials shall be developed and used. Also, efficient training programs shall 

be created so that teachers make use of what they learn and improve their teach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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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 가수와 드라마로 인해 시작된 한류의 향으로 

한국어에 한 심이  높아져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도 많아지고 있고,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 들의 수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런 한국어의 인기에 많은 학에서 한국어 교육과 련

된 수업이 개설되고 한국어 교육에 한 연구도 활발해

지면서 한국어 교육은 많은 발 을 이루었다. 

창기 한국어 교육은 문법과 단어로 문장을 정형화

시켜 암기하는 문법 심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 지

만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와 실제생활에서 사용하는 한

국어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한국어 학습자들은 

정형화 된 문장을 암기하는 교육보다 일상생활에서 의

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게 되었다. 실생활

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 방에게 정확하게 달해야 하는데, 단순히 

교재의 문법을 암기한 정형화된 문장으로는 원활한 의

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즉, 교실에

서 배운 정형화된 문장의 활용과 실생활의 의사소통에

서 오는 차이를 경험한 것이다. 말하기는 실제의 상황

을 많이 경험할수록 유창하게 되는데, 학습자들은 자신

들이 배운 언어와 실제생활의 언어 차이를 알게 되면서 

실생활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 교육을 원하게 

되었다. 

의사소통의 요성이 두되면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말하기에 한 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한 연구나 교수법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학습자 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들에게 실제 말하기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제공해야 하지만 부분의 교실에

서는 아직도 문법 암기 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근래에는 교실에서 상황을 가정하고 

다른 학습자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극 인 표  능력

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으로 교육을 한 연극인 교육

연극이 심을 받고 있는 추세다. 

민병욱은 “교육 방법의 매개로서 교육과정에 응용·활

용하여 교수효과를 극 화하는데 목표를 둔 교육 방법 

는 연극 방법”[1]이라고 교육연극을 정의했다. 

이처럼 교육연극은 공연을 목 으로 하는 연극이라

기보다는 연극이라는 장르를 교육을 한 학습의 도구

로 사용하면서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요한 ‘과정 

심의 활동’이다. 

교육연극은 수업에서의 학습목표를 이루기 해 연

극을 수업의 도구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 하는 표 력, 원활한 의사소

통능력의 향상에 목 을 두고 있다. 가상  상황을 만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구어체를 사용하여 

화를 주고받으며, 가상  상황을 통해 실생활의 모습을 

직  경험함으로써 표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실생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 으

로 하는 부분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기존의 교

사 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들

의 극 인 참여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들

의 참여도가 수업의 성패에 요하다.

본고는 교육연극의 기법  한국어 교육에서 표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연극 기법을 소개하는 데 

그 목 이 있는 연구이다. 이를 하여 첫째 교육 연극

의 특성과 유형에 해 살펴보고 둘째, 한국어 표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연극 기법에 해 소개하고

자 한다. 

Ⅱ. 교육연극의 특성과 유형

연극이 가진 교육  가치는 고  그리스 연극에서부

터 기인하지만 놀이와 즉흥성을 강조한 교육연극방법

으로서 시작된 것은 1900년  뉴욕의 가난한 이민자 자

녀들에게 어와 책읽기를 가르치기 해 A. M. Hert

가 셰익스피어의 <The Tempest>를 어린이들과 제작

하여 얻은 성과를 계기로 미국에서 아동극에 한 심

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1930년 에 “The Association 

of Junior League of America"이라는 여성 사회 사단

체에서 연극을 통한 사회변화의  방법으로 연극을 교육

에 활용하 고, 세계 이 끝나면서 더 확 되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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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

연극의 활용이 많아지게 되었다. 국에서는 이미 엘리

자베스 여왕시 부터 교육  효과와 윤리  목 을 

해 이야기를 통한 라틴어 수업, 화 방식과 수사학 훈

련을 통한 연극을 활용하 다. 1900년  C. Cook이 화

술교육을 해 아동극을 시도하 는데 이는 언어 교육

을 한 훌륭한 모델로 평가받게 된다. 1950년 에는 P. 

Slade가 심이 되어 교육 장에서 실제 인 교육연극

이 시도되었으며, 1965년 G. Vallons에 의해 벨그라드 

극장에서 T.I.E가 최 로 시도된다. 이러한 교육연극의 

실질 인 시도들은 1967년에 이르러 B. Way에 의해서 

‘연극을 통한 발달’로 체계화된다. 미를 심으로 

1950년  반에  세계 18개국에서 ‘Development 

Through Drama'를 독립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200개 이상의 학교에서 독립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매년 4천명 이상 교사를 배출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연극’이라는 용어가 수용되어 

하나의 연구 주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정성규의 

‘창의  연극에 한 연구’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본

격 인 연구는 1992년 서울교육극단이 창단되어 교육 

연극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3].

김응조는 연극의 교육  활용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극  행 는 인간을 변화하게 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총동원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내포하며 둘째, 연극은 자연스럽고도 동시에 학습

자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는 학습 수단이 되며 셋째, 연

극은 학습자의 재  시 으로 하여 직  에 의한 

입체  생동감을 제공한다[4]. 

교육연극의 종류로는 D.I.E(Drama in Education), 

T.I.E(Theatre in Education), Creative Drama, Role 

Playing, Developmental Drama, Children's Theatre, 

Dramatic Play, Play Making, Participation Theatre 등

이 있는데, 가장 많이 언 되는 D.I.E(Drama in 

Education), T.I.E(Theatre in Education), Creative 

Drama, Role Playing에 해 살펴보겠다[5]. 

첫째, T.I.E(Theatre in Education)는 교육  연극공

연의 약자이다. 

T.I.E는 실제로 객을 상으로 공연을 하는 교육으

로 이루어진다. 실제 공연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지

도하는 교사들은 배우로서 문 인 지식을 가지고 있

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연할 작품의 내용으로는 

학습자들의 실제 상황이나 문제를 바탕으로 하거나 사

회의 문제,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한 것으로 

구성한다. 공연을 비하면서 혹은 공연을 하면서 주제

나 문제에 해 깊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학습자가 가졌던 문제와 문제의 해결 

과정  결과를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우게 된다. 

둘째로, D.I.E(Drama in Education)는 Drama를 통해 

교육하는 것이다. 

 D.I.E에서 요한 것은 학습자이면서 연극 공연에 

이르는 과정이다. 학습자 스스로 극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 처한 인물이 되어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직  경험을 통해 문제에 해 더 이해를 하

게 된다. 실제로 교육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연

극으로 특별한 비물 없이 교실에서도 쉽게 할 수 있

다. 학습자가 만든 과제는 의미를 지닌 학습도구가 되

며, 학습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

력을 키우게 된다. 교사는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 기를 만들어 학습자가 자신의 표 력, 상

상력을 통해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Creative Drama는 1977년 The Children's 

Theatre Association of America에 의해 공인된 용어로 

즉흥 이고 비공개 이며 과정에 을 두는 Drama 

형태이다. 

Creative Drama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실제나 상상 

속 체험에 반응을 보이고 이를 직  실 해보거나, 교

사가 상상하도록 이끄는[6] 가장 일반화된 교육연극의 

방법이다. Creative Drama는 정해진 본이 없기 때문

에 즉흥 으로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심의 연극이다. 

즉흥 연기에 의해 진행되는 Drama로 극을 공연하는 과

정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 함으로써 표 능

력이 향상된다. ‘공연을 어떻게 하는가?’보다는 ‘학습자

를 어떻게 발 하게 하는가?’에 을 두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Role Playing는 1923년 Moreno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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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안된 심리극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것이 목 으로 개 치료법이나 교육에 연

하여 사용하는 기법이다.  

학습자들에게 역할을 나 어 맡기면서 본 없이 연

기를 시킨 후 다른 학습자와 함께 토론을 한다. 다른 사

람이 되어 보는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문제  상황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

키며 발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학습자의 즉흥연기로 만들어지는 극 형태

로 Creative Drama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Play 

Making, 인간의 공연행 에 있어서의 발  유형에 

한 연구인 Developmental Drama, 유아기 어린이들

의 놀이 행동을 말하는 Dramatic Play, 연극에 객을 

직  참여하여 구분을 없애는 Participation Theatre 등

이 있다.

교육연극은 표 과 이해에 을 두고 있다. 개인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흐름을 정확

하게 이해하며 표 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달하

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요한 일을 한다. 

교육연극은 학습자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행동들을 이

해하고 표 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활동이

기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요하다. 

한 교육연극은 혼자 연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룹 구성원이 서로를 도우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 학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기 때문에 그룹 구성

원들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해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

록 함께 노력하는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언어 사용 능

력을 얻게 된다. 학습자들끼리의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

럽게 이야기하면서 토론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표

하고 실연하면서 학습목표에 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표 하는 방법을 배우며 상황에 한 이해

와 상황에 맞는 표 능력도 향상된다.

신동구는 “연극 활동은 학습자들 자신의 경험에서 상

상을 이끌어내 연극 활동을 꾸민다는 면에서 실세계

를 능동 으로, 주체 으로 수용한다고 할 수 있다.”[7]

고 하 다. 

학습자들이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

니라 텍스트를 본화하는 과정에서 직  극  인물이 

되어서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

이 가진 경험을 통해 상상하고 능동 으로 의견을 표

함으로써 말하기 능력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을 가상  상황에서 경험해 

으로써 수업에 한 흥미를 유도하고 더불어 학습자의 

극 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교사가 심이 

되어 진행되던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 분 기에서 벗어

나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이루는 활동에 직  참여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의욕을 불러 일으켜 학습

자 스스로 언어 학습의 계기를 북돋을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기만 하는 교실에서의 학습 분 기에

서 벗어나 동 이며 능동 인 분 기를 통해 즐겁게 배

울 수 있는 것이다.

한 학습자의 상상력을 통해 텍스트를 본으로 바

꾸는 과정에서 쓰기 능력 향상을 기 할 수도 있다. 연

극 본을 직  쓰는 경우라면 학습자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쓰기 과정을 더 재미있게 즐기면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통합 으로 언어 능력의 수

을 높일 수 있다.

이상으로 교육연극에 해 알아보았다. 교육연극의 

가장 큰 목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가상  상황이지만 실제로 화할 수 있는 기

회를 하게 하여 학습한 언어를 상황에 맞는 단어와 

문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 수 있으며 몸짓, 표정 등과 같

은 비언어  요소들도 배워 일상생활에서 더 자연스럽

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학습자와의 소통을 통한 작업은 다른 사

람에 해 이해하고 존 하는 등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으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동심도 배

울 수 있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활동을 만들어 참여함으로써  

학습에 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목표를 이루었다는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정 인 수업

에서 느끼던 답답함이나 지루함 같은 부정  요소가 

어짐으로써 수업 분 기가 바 고 학습자들이 더 즐겁

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장 을 지닌 교육연극과 한국어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학습자는 수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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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여 

능동 인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

자들은 말하기와 표 하기, 듣기와 이해하기 그리고 쓰

기의 능력이 통합 으로 향상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어 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연극의 기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한국어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극기법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학습자

들이 원하는 교육  내용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반면

에 한국어 수업 교재나 교수법, 교수자료 등은 재 학

습자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기 문법 심의 문법번역 교수법보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의사소통 교수법에 한 심

이 높아가고 있지만, 의사소통 교수법에 한 연구, 교

육 장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교수법과 교재

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장에서는 아직도 문

법을 익히기 한 활동이나 연습은 많지만 목표 문법을 

이용한 말하기 연습 수업활동과 교재는 부족하다. 

교실에서 배운 단어와 문법의 단순한 암기를 통해 익

힌 획일화된 문장은 실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

람과 다양한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되면서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반감시

키게 되었다. 그 기 때문에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가

상하여 만든 다양한 상황에 학습자들을 자주 노출시켜 

배운 문법을 활용하고 연습해서 보다 익숙해질 수 있게 

만드는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실제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오류를 일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가상 으로 만

들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 에는 교육을 한 연극인 교육연극을 활용

하는 방법이 있다.

근래에 교육연극을 활용한 언어 수업에 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짜임새 있는 연구는 미흡한 편이고 한

국어 교육에서 연극을 활용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지 않

은 편이다. 이는 교육 장에서 교육연극에 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

지만 교육연극이 가지고 있는 극  참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상 방에게 자신 있게 표 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상황에 맞는 단어와 문법을 구어체

를 사용한 화의 가능 등의 장 을 잘 활용하면 학습

자들에게 흥미를  수 있고, 학습자 스스로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여 학습한 것을 실제로 화에 활용하

면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McCaslin은 연극을 교육  수단으로 하여 가르치게 

되면 통 인 교육  방법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다[8]. 그리고 J. Kase-Polisini

는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 창의성 신장, 문제해결

력, 극 인 자아개념, 사회  자각, 감정이입, 가치

단력, 연극의 술  이해력 향상’등을 교육연극의 기능

으로 제시하 다[9].

이러한 기능을 가진 교육연극의 기법  한국어 교육

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고에

서는 인터뷰하기, 텍스트를 본으로 바꾸어 쓰기, 이어

질 을 상상해 본으로 바꾸어 쓰기, 역할극 마지막

으로 토론하기에 해 알아보겠다[10]. 

첫째, 인터뷰하기는 학습자가 사건의 흐름이나 상황

을 알기 해 작품 속의 인물에게 인터뷰형식으로 질문

과 답을 주고받는 활동이다. 

학습자들의 역할이 정해지면 인터뷰할 인물에 해 

연구·조사를 한 후,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인물

이 살았던 시 와 문화, 가치 등의 삶의 방식을 간

으로 경험한다. 혹은 실의 문제나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실 인 문제를 주제로 잡을 수도 있다. 학습자

들이 하는 실생활의 문제이기에 학습자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느낀 것을 극 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실

인 언어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둘째, 텍스트를 본으로 바꾸어 쓰기는 텍스트를 주

고 연극을 할 수 있는 본으로 바꾸는 활동이다. 이 활

동은 반 체가 같이 하거나 그룹을 나 어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텍스트를 본으로 바꾸어 쓰는 과정을 통해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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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가 쉽게 되기도 하고, 한국의 실생활 인 문

화에 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한국어 쓰기 능력이 향

상될 수 있다. 한 서술되어 있는 화를 사로 바꾸

는 과정에서 그동안 학습했던 문법이나 단어를 활용하

는 능력도 좋아질 것이다. 그룹으로 나 어 쓰기 활동

이 진행되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본을 완성

하는 과정을 통해 동심을 키울 수 있고, 말하기, 배운 

문법을 사용하면서 듣기, 쓰기, 읽기의 능력이 통합 으

로 향상될 것이다. 

셋째, 이어질 을 상상해 본으로 바꾸어 쓰기는 

앞부분의 내용을 제시하고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만든 

후에 본으로 바꾸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한 후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여 이후의 내용을 본으

로 바꾸어야 한다. 상상하여 본으로 쓸 때 상황의 앞

뒤 연결이 긴 해야 하며 인과 계도 정확해야 하고, 

인물의 성격과 심리도 상황과 긴 하게 써야 한다. 이 

활동은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상황을 통해 이어질 의

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

는 한국어 표 을 배우게 되는데 실제 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함께하는 활동에서 서로

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새로운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편안한 분 기를 만들

어 주어야 한다. 

넷째, 역할극은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 학습자들이 직

 그 상황을 경험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학습자들은 일반 으로 생길 수 있는 사람과 사람사

이의 문제나 사회 문제 혹은 사회의 보편 인 이념에 

한 주제를 연기한다. 학습자는 연기를 통해 자신이 

이 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에 처해 다른 사람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간  경험으로 다

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역할극의 상황은 가상 이기는 하지만 실제 언어 사용

과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고, 분명하고 간단하며 

사실 이게 나타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토론하기인데 토론은 다양한 을 자

유스럽게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

각을 표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교육연극에서의 토론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상

방이 동의하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가상  상황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과정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 기 때문에 상 방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잘 듣고 기억한 후 자

신의 생각을 논리 으로 펼쳐 상 방을 설득시킬 수 있

도록 연습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토론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학습자

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나 학습자들의 욕구가 

반 된 주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 과정을 시

작하기에 앞서 먼  토론의 진행과 토론에서 사용되는 

표 법에 한 학습이 필요하다. 토론을 하기 에는 

토론의 주제를 정한 후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토론 규칙을 정해 지키도록 알려주면서 진

행한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토론에서 잘한 부분과 잘 못한 부분에 한 자신의 생

각을 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야 한

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알고 있던 잘못된 

표 이나 나쁜 표 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교

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자연스러운 분 기를 만들어야 하고, 학습자가 극

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방향도 정해야 한

다.  토론의 차와 원리를 가르쳐 토론이 엉뚱한 방

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에서 언 한 교육연극 기법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의 향상을 한 통합  교육의 좋은 방법들이

다. 

교육연극을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기 해서 연극을 

하기  활동과 연극 의 활동 그리고 연극이 끝난 후

의 활동으로 나 어 교육해야 한다. 

연극을 하기  활동에는 우선 학생들의 능동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 재미있는 연극놀이로 흥

미를 끌어낸다. 이런 연극놀이는 입을 푸는 놀이를 통

해 발음의 유창성을 끌어내고, 몸을 푸는 놀이를 통해 

비언어  요소들에 한 거부감을 덜게 한다. 그 후에

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텍스트를 제시하여 극  동기

를 만든다. 가상  상황을 만들어 학습자들이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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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한 상상력으로 극을 구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 연극의 소재는 체 인 상황만을 제시하고 학습

자들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시간 안에 계획을 세우고 

세부 인 내용이 담긴 본을 만들어 내게 한다. 

연극 의 활동은 연극  기법 등을 모두 활용해 시

연을 하는 시간이다. 연극하기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미리 가상의 상황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고 정리했

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즉흥 이고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실생활을 가상  실로 만들면 학

습자들은 배운 문법  요소들을 간 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효과

이다.

연극이 끝난 후의 활동으로는 연극에 한 감상이나 

연극 활동에 련된 내용들을 로 쓰는 활동이 있는

데, 이는 학습자들이 경험했던 내용을 바로 로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쓰기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만든 본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바꾸고 

싶은 부분을 정리하면서 실 인 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한 자신의 언어 습 을 되돌아보면서 잘못 

사용한 부분을 바꾸는 등 언어사용 능력 향상에도 효과

가 있다. 그리고 연극에 한 비평문이나 감상문 쓰기

를 통해 작품에 해 이해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연극을 통한 수업활동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본을 만들고 만든 본에 의해 다양한 연극기법을 활용

해 시연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 이로써 학습자들

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구성

하여 표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다른 학습자들과

의 교류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기르게 된다.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연극 기법을 활용하기 해서

는 교사나 학습자 모두 교육연극에 해 정확하게 이해

를 하고 활동을 하여야 한다. , 학습자들의 활동에 

해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에 해 즉시 설명하고, 학

습자들도 스스로 활동에 한 비평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동 으로 고정되어 있는 딱딱한 수업에서 벗

어나서 능동 이며 자유로운 분 기의 연극 활동을 통

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신 있게 표 하고, 상황

에 해 이해해서 갈등과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연극기법의 방법들을 주입식으

로 지도한다면 학습자는 제 로 체 인 극을 구성할 

수 없다. 그 기에 교사는 단지 학습자들이 주도 으로 

연극 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분 기를 만

들면서 학습자들이 극 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 안내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Ⅳ. 결론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고, 학습 동기까지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재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

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실에서는 단어와 문법을 단순히 암기하는 활

동에 을 두고 있다. 이 게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

육은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

상시키기 한 방법으로 교육연극을 활용하는 방법이 

심을 받고 있다. 

교육연극은 연극  기법들을 교육에 활용하면서 ‘공

연되는 연극’이라기보다는 학습자들의 체험을 통한 ‘과

정 심의 연극’이다. 객을 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참여하여 만드는 즉흥 인 활동인 것이다. 

교육연극은 다양한 연극기법들을 활용해 가상  상

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생활과 유사하

게 만들어 학습목표를 직  경험하면서 자연스러운 말

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다. 그리고 제공된 

기회를 통해 ‘경험’을 만드는 과정이 극 이고 능동

인 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과 함께 몸짓이

나 표정 등의 비언어  측면의 연습도 함께 할 수 있어 

한국어 표  능력의 향상이 기 된다. 

한국어 교육과 연극에서 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

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여 상 방에

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 상황에 가까운 가상

 상황을 만들어 직  경험을 하는 연극  경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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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교육연극은 학습자가 심이 되어 활동이 이루어진

다. 학습자의 일상  생활이나 흥미, 심에 맞는 주제

나 내용을 가진 연극 활동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한 단을 하고, 단을 통해 이해를 하게 되면서 비

인 사고 능력을 가지게 된다. 

교육연극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동하는 과

정을 통해 진행되며, 발음, 어조, 강약조  등을 통한 의

미 표  능력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체의 사용

으로 실제 인 언어사용능력의 향상이 가능하다. 그리

고 일상생활의 상황  환경에 노출시켜 실제 인 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극  인물이 되어 

자신이 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삶, 인물의 생각과 느낌

을 간 으로 생각하고, 연극을 통해서 실연해 보면서 

학습자의 사고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도 넓

어진다. 

교육연극 기법을 활용해 한국어 표 능력 향상을 

한 수업을 해서는 우선 교육연극 활동을 극 으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동 상이나 학습 자료 개

발 사례와 활용 사례를 찾아내어 발표하고, 다양한 연

극기법들을 개발해 기존 교사들이 교육연극을 어려워

하지 않게 교육해야 한다. 교재 역시 실제 교육 장에

서 사용할 수 있게 세분화하여 출 해야 하며 수업 동

상이나 학습 자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개하

여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연극기법을 배울 수 있는 연수

로그램 등을 많이 개발하여 직 교사들이 연수에 참

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연수 로그램에서 

배운 기법들을 수업 시간에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능력을 키워 효율 인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으로 한국어 표 능력 향상을 한 교육연극 기

법에 해 살펴보았다. 본고는 교육기법을 소개하는 데 

목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기법을 용하여 

수업한 사례를 제시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차후 과제로 남기게 됨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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