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어문교육 11권 4호 2005년 겨울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이 음성언어사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 승 렬*

(한국항공대학교)

홍 영 숙**

(SUNY at Buffalo)

Lee, Seung-Ryul & Hong, Young-Sook. (2005). The effects of

teaching English through storytelling with dramatization on the

listening and speaking competence of childre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4), 305-33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eaching

English through the techniques of storytelling with dramatization upon

children's competence of English speaking and listening. These

techniques are considered to enable children to have ample opportunity

of use in and exposure to English, as well as interest. This study is

sequenced as selecting stories by way of consulting literatures,

developing a teaching model for practising classes through storytelling

with dramatization, and analyzing the data resulting from the pre- and

post-listening/speaking tests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xperimental group

shows better significance than the control one in the listening and

speaking post-test. Therefore, literary units also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English textbooks in order to improve children's

aural-oral competence through the storytelling with dra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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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제 학문, 지식, 정보, 방송, 통신, 교역 등 어느 분야에 있어서든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전략적 자산이 되었다. 세계

화, 정보화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갈 현재의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하는 것은 생

존의 수단이면서 다른 어느 언어보다 가장 효율적인 전략적 자산을 얻는 것이다.

Willis(1996)는 외국어 습득 조건으로 외국어에의 노출(exposure)과 동기

(motivation), 사용(use)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어로써 영어를 배우는 우리나라의 현

실은 영어에 노출되거나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고, 우리말로 모든 생활이 가능하므

로 학습동기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수업은 외국어습득조건을 충족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교수기법

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영어습득 면에서 초보단계에 있는 초등학생

들에게,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최소화하면서 언어에의 노출

과 흥미, 언어의 사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수기법의 방안으로 동화구연 및 극화

활동을 가정해볼 수 있다.1) 문제는 이런 교수기법이 초등영어교육과정에 중시하고

있는 음성언어 능력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화구연 및 극화 활동을 교실에 적용하여 음성언어능

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동화구연에 적합한

동화를 선정하고,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의 연계지도를 위한 수업 모형을 구안, 적용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1. 동화의 특성과 교육적 의의

동화구연 관련 문헌 중 동화가 갖는 특성을 정리하면, 먼저 동화는 내용중심이고

담화구조가 잘 짜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Harré, 2001; Koda, 2005; Harley,

1995). 이런 동화가 갖는 내용은 학습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Cameron, 2001; Johns, 1997; Jensen, 1998; Drake, 1992). 또한 학습자에게 학습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Willis, 1996; Cameron, 2001; Johns, 1997; Hansen,

1999; Heathcote et al., 1998). 동화를 외국어교수에 적용할 때 텍스트로서 갖는 또

1) Ellis(1994)와 Keller(1983)의 주장을 받아들어 흥미를 동기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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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징은 문학적 허구성을 띄고 있지만, 목표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도 사용된

다는 점에서 실제성(authenticity)을 갖고 있다 (Cameron, 2001; Johns, 1997;

Hedge, 2000; Heathcote et al., 1998). 문헌에 언급된 동화의 특성은 내용이 치밀하

게 잘 짜여져서 학습자의 흥미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실제성을 가진 텍스

트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화의 교육적 의의를 언급한 문헌을 살펴보면, 동화는 유의적

(meaningful)이어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학습에 적용가능하다(Stein, 2004; Maley,

1986). 가설 세우기, 예측하기, 문제 해결과 같은 인지적 접근을 적용하기에 효과적

이다 (Hansen, 1999; Brown, 1994).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효과적인 입력 자료가 될 수 있다 (Schmidt et al., 1996; Kramsch, 1993). 또한 동

화는 수업시간의 활용 방법에 따라 청취와 말하기에 도움이 되고(Rivers, 1987;

Hingle et al., 2002; Heathcote et al., 1998), 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 지도에도 효

과적이다(Peck, 2001; Wright, 1995; Ur, 1996). 나아가서 심화과정으로 학습자의 자

신의 경험으로 내면화 활동을 할 수 있다(Hansen, 1999; Wallace, 1998; Carter외,

1991; Povey, 1972; Heathcote et al., 1998).

2. 동화구연과 극화활동 관련 언어교육관과 교수기술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언어란 의미를 표

현하는 체계이며,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사소통으로 보는 기능적 언어관이

다(Halliday, 1982, 1994; Richards et al., 1986). 따라서 언어능력은 문법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담화화용 능력이 포함된 의사소통능력이다(Hymes, 1972; Canale et

al., 1980; Widdowson, 1990). 동화구연과 극화활동과 관련된 교수방법은 의사소통

중심, 실제 통용성을 지닌 입력자료, 과정 및 경험 중시, 사회성을 고루 갖고 있다

는 점에서 의사소통중심교수접근과 총체적언어교수접근의 한 수업기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화 읽기를 중시하는 총체적언어교수접근은 일반적으로 학습자중심, 문

학성 있는 텍스트 중심, 의사소통중심을 표방하고 있다(Froese, 1994). 따라서 다른

언어교수접근보다 동화구연과 극화활동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rashen과 Terrell(1983)의 자연주의 접근과도 관련이 있다. 그들은 듣기를

충분히 투입하면 자연스럽게 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동화구연으로 언어

입력을 충분히 제공하고, 들은 동화를 극으로 꾸며보는 극화 활동으로 연계시켜 지

도한다면 언어노출과 사용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주된 관심 중의 하나는 어떻게 영어를 지도하는데 효

과적인 자료를 발견하고 어떻게 그것을 교실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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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Shrum 외(1994: 62-3)은 동화구연 및 극화지도를 내용중심 교수기술

로 보고, 동화구연은 TPR(Total Physical Response)과 함께 듣기 지도에 효율적이

라고 하였다. 또 영어동화를 교육자료로 쓸 때 문화적 이해에 도움이 되고, 특히 영

어사용국가에서 활용되는 동화인 경우 언어자료의 실제성과 아울러 등장인물이 경

험하는 내용 속에서 아동들의 도덕성 내지는 인생관 확립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동화구연과 극화지도는 Eyring(1991)이 제시한 경험언어학습(Experiential

Language Learning)의 다양한 교수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녀가 제시한 경험언어

학습기술은 교사중심의 교실활동, 학생중심의 교실활동, 교사중심의 실세계활동, 학

생중심의 실세계활동이다. 이중에서 동화구연과 극화지도는 시각자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교사중심의 교실활동을 하고, 극화지도에서 역할극이나 가상극을 적용한다

는 점에서 학생중심의 교실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다.

동화구연과 극화지도 기술이 갖는 또 다른 관점은 Arnold(1999)가 제시한 인본

주의적 활동 중 타 분야에서 도입한 활동과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활동

에서 찾을 수 있다.2) 극화활동은 드라마기법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타 분야에서 도

입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동화구연은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활동으

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Arnold(1999)는 옛 동화나 친숙한 동화의 학습효과는 놀

랄만한 효과를 거둔다고 하였다.

Cameron(2001)이 제시한 동화학습의 모델은 준비활동, 핵심 활동, 후속 활동으로

되어 있다. 준비활동은 어휘관련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중심의 활동을 하는

것인데, 교사는 학습자에게 그림을 제시하고 생각나는 어휘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학습자가 영어로 어휘를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국어로 어휘를 말하고, 교

사가 해당 어휘를 영어로 쓴다. 그리고 학습자가 제시한 어휘가 지도 내용 면에서

부족한 경우 교사가 추가로 어휘를 더 제시한다. 다음 단계는 핵심 활동 단계로 동

화 읽기가 주된 활동이 된다. 교사는 학습자가 그림을 볼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동

화를 읽어 준다. 처음 읽을 때에는 교사는 학습자가 동화를 알 수 있도록 그림을

제시하면서 동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준다. 이 때 어휘나 구성에 대한 설

명을 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동화를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읽을 때에

는 동화책의 매 쪽에서 중요한 어휘나 아이디어를 지적하기 위하여 잠시 동화를 중

2) Arnold(1999)의 인본주의적 활동은 실생활중심의 활동(exercises that comes from life

experience)과 타 분야에서 도입된 활동(exercises that comes from feeder fields), 과거에 대

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활동(exercises that come from a new look at an old area)으로 구분

하였다. 실생활중심의 활동은 학습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화가 교수자료로 삼는 것

이고, 타 분야에서 도입된 활동으로는 드라마, 심리극, 수학-논리적 활동 등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활동은 옛 동화를 듣고 학습자가 시대적 의미를 찾는 활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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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킨다. 그리고 다음에 전개될 동화를 묻기도 한다. 동화를 다 들은 후 학습자에

게 ‘I like it when ...'이나 ‘I thought the story was good because ....'와 같은 말

에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마지막으로 후속활동은 어휘 중심의 활동으로 학습

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휘를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어휘를 이어서 간단한

문장으로 된 글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한다.

Cameron(2001)의 3단계 동화구연 기법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시

간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기술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도법은 우

리나라의 현실과 다소 괴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학습자인 어린이와 교

사의 영어 어휘 사용 능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가 알고 있

는 영어 어휘는 극히 제한적이고, 교사 또한 어린이가 우리말로 하는 어휘를 영어

로 옮기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구어중심의 교수-학

습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후속단계의 활동

은 5학년이나 6학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수업

단계는 더 정교하고 다양한 활동이 가미되어 영어 능력이 극히 제한적인 초등학교

어린이가 흥미를 가지고 동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Heathcote 외(1998)는 극화지도에 초점을 두어 교수-학습활동을 제시하였는데

총 19단계의 과업으로 극화 교수-학습 활동 단계를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활동은

‘배역을 맡은 학생은 자신의 대본에 대한 소감을 쓴다,’ ‘배역을 맡은 학생은 극본을

보면서 행동을 한다,’ ‘소그룹에서 말을 하면서 행동을 보인다,’ ‘관객 학습자가 조언

을 한다,’ 등의 과업으로 구성되어 교수-학습 활동이라기보다는 연극을 시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당 1시간의 제한된 영어수업 시간으로 편

성된 초등학교에서 이런 교수-학습 활동은 적절하지 못하다.

본 장에서 밝힌 동화구연과 극화지도의 교육적 의의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현장

에서 영어교육에 동화구연과 극화지도를 현장연구나 석사 논문의 중요한 연구주제

가 되어왔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최근 연구된 석사 논문을 살펴보면,

임경빈(1998)은 영어동화를 Reading Aloud 기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연구를 하였고, 강덕신(1997)은 우화를 통한 영어지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영

옥(1997)은 동화를 활용하여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박유미(1998)는 영어지도를 위한 동화구연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원택(1999)은

동화구연을 통한 듣기능력신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계영(2000)은 동화구연

과 말하기 지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음성언어 중 말하기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병빈 외(2004)는 인형극을 이용한 수업을 통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음성언어 사용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임병빈 외(2002)

에서는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듣기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애니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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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도입하였다.이 둘의 연구는 흥미를 유발하며 음성언어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

한 교수방안이란 점에서는 본 연구와 밀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형극이나 애니

메이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연구 목적이나 연구대상, 연구결과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공

통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듣기나 말하기 능력향상에 동화구연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활동의 특징을 비추어 볼 때 동화구연은

듣기능력과 관련이 깊고 극화활동은 듣기와 말하기 능력과 연관이 깊다는 점을 착

안하여 동화구연 뿐만 아니라 극화지도를 병행한 수업설계와 수업(실험)을 하고, 대

상인 학습자들을 평가하여 학습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논문들

과 차이가 있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담임하고 있는 일산 신도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 1

개 반 아동 44명을 실험반(1반)으로 선정하였으며, 영어 사교육 실태 및 정의적 영

역(흥미, 태도)에 관한 사전 검사 결과와 재적수, 남녀 비율 등 실험반과 여건이

유사한 3학년 중 한 반을 비교반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은 정규교과로서

의 영어를 공부하는 출발 학년이기 때문에 학년 초에 영어에 관한 언어적 능력을

측정할 수는 없었다. 다음 표 1은 실험반과 유사한 조건의 비교반을 선정하기 위해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사교육실태 및 정의적 영역에 관한 사전 검사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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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어 사교육 실태

구분
1반

(실험반)
2반 3반 4반 5반 6반 계

재적(명) 44 43 44 43 44 42 260

응

답

수

비

율

(%)

응

답

수

비

율

(%)

응

답

수

비

율

(%)

응

답

수

비

율

(%)

응

답

수

비

율

(%)

응

답

수

비

율

(%)

응답

수

비율

(%)

영어

학습지
26 59.1 25 58.1 23 52.3 14 32.6 20 45.5 25 59.5

213 81.9

영어

전문학원
6 13.6 7 16.3 6 13.6 9 20.9 8 18.2 5 11.9

특기적성

영어
4 9.1 3 7.0 5 11.4 4 9.3 3 6.8 2 4.8

기타 1 2.3 3 7.0 2 4.5 7 16.3 3 6.8 2 4.8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

7 15.9 5 11.6 8 18.2 9 20.9 10 22.7 8 19.0 47 18.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이외에 영어를 따로 공부하는

학생은 3학년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각 학급 별로 커다란 차

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또, 연구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는 일산 신

도시 내의 아파트단지 안에 위치하는 학교로 가정형편이나 학습력의 수준이 비교적

고른 편이어서 영어학습 초보자로서의 영어능력 또한 비슷하리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은 비교반을 선정하기 위하여, 3학년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에 대

한 정의적 영역을 <부록 1>의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영어학습에 대한 정의적 영역

구분
1반(실험

반)
2반 3반 4반 5반 6반 계

인원(N) 44 43 44 43 44 42 260

평균(M)
30.

675

31.

834

29.

850

31.

175

27.

121

28.

237
29.815

표준편차(SD) 4.649 5.449 4.341 3.878 3.924 4.155 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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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교육 실태 및 영어학습에 대한 정의적 영역에서 차

이가 가장 적고 재적수 및 남녀 비율에서 유사한 조건에 있는 3반을 비교반으로 선

정하였다. 선정된 실험반과 비교반의 재적수 및 남녀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자 수

구분 남 여 재적

실험반(명) 24 20 44

비교반(명) 23 21 44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듣기 입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교수 방법으로

동화구연과 이에 연계한 극화 활동을 지도함으로써 듣기․말하기, 즉 음성 언어 능

력의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검증하려 함이다. 이를 위해 동화구연과 극화 활

동의 연계지도를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주당 1시간씩 실험반에서 실시하

고, 비교반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입증하기 위

하여 듣기와 말하기 평가를 사전, 사후 2회 실시하여 집단간 전후 비교, 집단내 전

후 비교하였다. 또,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의 연계지도가 음성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분석하기 위해 SPSS에 의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

검증내용 및 방법

구분 검증 내용 도구
시기

(2001년)
방법 대상

듣기

평가

․학습한 지도요소

듣기 평가
평가지

4월

12월

집단 간 전후 비교

집단 내 전후 비교

실험반 44명

비교반 44명

말하기

평가

․학습한 지도요소

말하기 평가
면접

4월

12월

집단 간 전후 비교

집단 내 전후 비교

실험반 44명

비교반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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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화 선정

본 연구를 위하여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는 실험을 할 만한 영어동화를

찾기 힘들어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을 할 수 있는 언어 자료를 별도로 선정하여야 했

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아동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선행 연구자들의

동화 선정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동화구연과 극화지도에 필요한 영어동화를 선정

하였다.

실험 수업에 투입할 동화를 선정함에 있어, 초등영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

하여 지도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 것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수업을

하게 되는 비교반과 같은 지도요소를 갖춘 동화를 실험반에 투입함으로써 사후 평

가 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제7차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생활 중심의 의사소통기능별 지도 요소를

다음 표 5와 같이 추출하였다.

표 5

초등영어 교육과정 의사소통기능별 지도 요소

교육과정 의사소통기능별 지도 요소

개인의

느낌
정서적인 느낌, 감각적인 느낌, 좋아함 싫어함

개인의

생각
가능 불가능, 원하는 것

친교 활동 인사, 소개, 안부, 초대 응답, 약속, 방문

일상 대화 감사 응답, 사과 응답, 기원, 칭찬 감탄, 전화, 음식권유와 응답

요 청 요청, 제안, 승낙 거절

지 시 지시 명령 금지

정보 교환 사실 확인, 사실 묘사, 사실 습관, 경험

의견 교환 동의 반대

문제 해결 길 안 내, 비교, 되묻기, 말 전하기

2. 영어동화 선택

동화구연과 극화 활동을 위해서는 아동들에게 적합한 동화를 선정하는 일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이영옥, 1997).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어 교육과정에서 추출해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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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소를 갖춘 동화를 선별하여, 지도요소가 일치하는 교과서 단원에 대치하여 적

용, 지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영어로 들을 동화 종류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동화 선택에 대한

Sorenson(1981)과 Glazer(1981), Wright(1995)의 견해를 참고하였다.

1) 동화 선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과 달리 주당 1시간 으로

영어 수업시간이 줄어서 임경빈(1998)이 분류한 주제를 영어동화로 다루기에 시간

적 제약이 있다. 그래서 동화구연에 적합한 유형을 동화로만 한정하였다. 아동들에

게 어떤 종류의 동화를 좋아하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6

과 같다.

표 6

동화 선호도

동화 종류 전래 동화 창작 동화 우화 계

학생수(명) 17 14 13 44

백분율(%) 36 33 31 100

조사 결과 아동들은 전래 동화, 창작 동화, 우화에 대하여 그 선호도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동화 선별에 대한 제한점이 줄어들었다.

Glazer(1981)이 외 Sorenson(1981)과 Wright(1995)의 동화 선정 기준을 비교 검

토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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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Glazer(1981), Sorenson(1981), Wright(1995)의 동화 선정 기준 비교

Glazer(1981) Sorenson(1981) Wright(1995)

선정

기준

․높은 문학성과

예술성을 갖춘

동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화

․재미있는 동화

․교사가 좋아하는

동화

․삽화가 포함되어

있는 동화

․듣기 또는 읽기

적합성 구분

․학생들의 흥미

․재구성이 가능한

동화

․교사 취향에 맞

는 동화

․흥미 지속 정도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동화

․교사가 좋아하는 동화

․학생들에게 적합한 동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동화

․충분한 언어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동화

․긴 서술적 구문이 포함된 동화

지양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동화

․교사가 구연에 자신 있는 동화

공통점 ․아동의 흥미․교사의 흥미

차이점

․문학성, 예술성

중시

․삽화 강조

․동화 활용면-재

구성 중시
․언어적인 면 중시

위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9가지의 동화 선정 기준을 세웠다.

① 교육과정 분석으로 추출된 지도요소에 부합되고

②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적합하고 흥미있는 것

③ 동화가 나타내는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④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

⑤ 매우 쉽고 같은 구문이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간단한 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

⑥ 영어의 올바른 감각을 위해 원어민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

⑦ 교사자신이 좋아하고 말하기 좋은 것

⑧ 다양한 활동으로 연결짓기 쉬운 것

⑨ 길이가 길지 않고 쉬운 문장구조와 쉬운 어휘로 구성된 것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동화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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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선정된 동화와 지도 요소

순서 동화 제목 동화 종류 지도 요소

5월 The Little Duckling 창작 동화 축하, 기원, body parts

6월 Little Red Riding Hood 전래 동화 지시, 응답, family

9월 Snow White 전래 동화 좋아함 싫어함

10월 Cinderella Dressed In Yellow 창작 동화 사실적 정보, 제안, 수세기, 색

11월 The Little Mouse 창작 동화 위치, 도움 요청하기

2. 수업모형의 구안

본 연구에서는 널리 알려진 수업모형과 학습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초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지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업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 분석, 참고하

여 본 연구자가 구안한,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을 활용한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구안한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의 연계지도를

위한 수업 모형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의 연계지도를 위한 수업 모형

단 계 학습 과정 활동 형태 및 자료

도 입
전시 학습 상기 인사, 노래, 녹음기

본 학습 안내 삽화, 그림카드

발 전

주요 어휘, 구문 익히기 그림 카드

Big book 보며 듣고 내용 이해하기 삽화 확대도

장면이나 줄거리 발표하기 개별 발표

다시 듣고 아는 부분 함께 동화하기 전체 활동

동화와 관련된 놀이활동하기 전체, 모둠, 짝활동

기본 대화 익히기 전체→모둠→짝활동

장면 나누고 대화체 꾸미기 모둠 활동

극화 활동 연습하기 모둠 활동, 녹음기

극 발표하기 소품, 비디오 카메라

정 리 공연 평가표 작성, 자기 평가, 공연을 본
소감 발표, 교사의 논평

전체, 개별 활동평가표,
자기 평가지, video tape

recorder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의 연계를 보여주는 본 수업모형에서는 교사 구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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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듣고, 동화와 관련된 다양한 듣기 중, 듣기 후 활동을 하게 된다. ‘동화와 관

련된 놀이 활동’은 다음 장에 제시되는 학습단계 별 활동 구성에서 자세히 소개한

다. 동화구연에 의한 충분한 듣기의 입력으로 동화 내용의 이해가 되면 동화를 장

면 별로 나누고, 모둠 별로 하나의 장면을 선택하여 극으로 꾸며보게 된다. 아동들

은 반복된 청취와 ‘아는 부분 함께 동화하기’ 활동으로 동화에 나오는 주요 표현들

을 거의 암기하게 되고, 동화에 나오는 대화체 문장 등을 사용하여 대사를 구성한

다. 아동들의 수준차이가 있어 활발히 활동하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이 있었으

나, 함께 극의 장면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며 극화 활동의 장점인 협

동심을 증진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대사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모둠은 교사

가 도움을 주어야 했고, 영어의 초보학습자들인 만큼 가장 사용하기 쉬운 역할 놀

이의 단계인 ‘암기된 대화의 재연’이나 ‘문맥 상황에 맞는 역할 연습’ 정도로 대화

내용을 재연해 보는 수준에 맞추었다.

3. 수업모형의 적용

본 연구자는 하나의 동화를 4단계로 구성하여 4차시에 걸쳐 지도하였다. 1차시는

준비 단계로 들려줄 동화를 힌트 단어(cue words)나 그림을 제시하여 아동으로 하

여금 추측하게 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하고, 동화를 확인하면서 들려줄 동화에 대한

소개를 한다. 들려줄 동화의 주제와 관련된 아동 경험을 서로 발표해 봄으로써 들

을 영어동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림카드를 보며 들려줄 영어동화에 나오

는 주요 어휘와 기본 구문 등을 익혀 다음 차시에 들을 동화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활동을 한다. 또, 삽화확대도를 보며 전체 동화를 우리말로 꾸며보는 활동을 하는

데, 이 활동은 영어로 듣게될 동화에 대한 이해와 예측력을 확장시키며 영어동화

듣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동화를 들을 때 주의해

야 할 점과 잘 들어야 할 점을 일러줌으로써 동화 듣기에 대한 목적을 주지시키고

동화를 듣기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1차시를 마무리 한다.

2차시는 탐색 단계로, 영어동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는 단계이다.먼저 1차

시에서 학습한 어휘와 구문을 복습하고 동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된다. 동화를

듣고 나서,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를 확장시켜나가는 여러 가지 ‘듣기 중 활

동’을 한다. 다양한 듣기 중 활동을 하면서 동화 듣기가 자연스럽게 반복되게 되며

듣기를 통한 언어의 입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동화 주제와 관련

있는 챈트를 익힌다.

3차시는 심화 단계로서 전시에 들은 동화의 이해를 확실히 하는 단계이다. 전체

동화를 다시 들은 후 다양한 ‘듣기 후 활동’을 통하여 영어동화를 내재화하고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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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어질 극화활동의 바탕을 마련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동화

주제와 관련있는 노래를 익히고, 마지막으로 게임을 통해 학습을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4차시는 발전 단계로서, 3차시까지 이루어진 동화구연 학습을 바

탕으로 동화를 극으로 꾸며보는 단계이다. 동화를 장면으로 나누고 모둠 별로 하나

의 장면을 맡아 극으로 꾸미는 극화활동을 하게 된다. 장면에 나오는 대사를 만들

고 모둠 별로 연습한 후, 장면 순서대로 공연하여 전체 동화를 하나의 극으로 꾸미

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동화를 소재로 4단계의 학습 단계를 거치는 동화구연과 극화

활동의 연계학습을 차시별 수업 과정의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차시별 수업 과정

차시

구성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학습

단계
준비 단계 탐색 단계 심화 단계 발전 단계

학습

과정
주요 학습 활동

도

입

․동화 소개

․동화 주제와

관련된 경험

동화하기

․전시에 학습한

어휘와 구문

복습하기

․전시에 학습한

챈트를 동작과

함께 하기

․원어민 목소리

로 동화 듣기

․듣기 이해도

간이 평가

발전

․그림 보며 주요

어휘와 기본

구문 익히기

․그림 보며 동화

꾸미기

․동화 듣기

․동화와 관련된

듣기 중 활동

하기

․동화 듣기

․동화와 관련된

듣기 후 활동

하기

․노래

․극화 활동을

위한 준비 및

연습

․극화 활동

정리

․듣기를 위한

지시 사항 일러

주기

․챈트 ․게임 ․평가 및 소감

발표

하나의 동화를 4단계로 구성, 4차시에 걸쳐 지도하였으며, 3차시까지 동화구연에

의한 듣기와 다양한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다가 4차시에서 들은 동화를 장면으로

나누고 모둠별로 한 장면씩 극으로 꾸며보는 극화활동으로 말하기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주 1회 영어 시간의 운영은 전시 학습에 대한 파지의 효과가 적어 연계적

수업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영어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동

화구연 학습에 대한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영어동화 테이프 듣기와 들은 동화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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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과제학습을 제시함으로써 긴 차시간격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의 연계지도가 음성언어능력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담임하는 3학년 한 개반을 실험반으로 정

하고, 조사를 통하여 실험반과 유사한 조건의 3학년 한 개 반을 비교반으로 선정하

여 실험수업을 실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실험 전후에 실시된 듣기, 말하기 평가와

실험 후에 실시된 아동의 태도 및 흥미도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검증한 결과

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영어 듣기 평가

듣기 평가는 실험 전과 후에,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자작

평가지로 2회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 전후 비교하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평가지의 내용은 사전 평가의 경우, 실험반과 비교반 모

두 3, 4월에 동일하게 학습한 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록 2와 같이 총 10문항으

로 구성하였으며, 사후 평가의 경우는 비교반에서 수업한 단원 주제와 부합되는 동

화를 선정하여 실험반에 투입하였던 바, 비교반과 실험반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

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문항을 제작한 뒤에는 평가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 대상 반이 아닌 다른 3학년 1개 반을 표집하여 예비 평

가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평가 문항의 내적 일치도가 .6833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일반적으로 .6 이상이면 신뢰성있는 문항으로 판별함(김범종, 1996)에 비추어 볼

때, 듣기 평가지로서 충분한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실험반과 비교반에

투입할 수 있었다. 문항별 배점은 10점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였고, 문항 내에서

제시되는 듣기 대화문과 문항 답지는 원어민에 의해 녹음하여 들려주었으며 각 문

항 답지는 두 번씩 반복해 들려주었다.

동화구연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진 실험반과 일반 영어 수업이 이루어진 비교반

과의 듣기 평가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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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전․사후 듣기 평가 결과

구분 인원(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사전
실험반 44 75.00 11.7

.163 p.05
비교반 44 80.00 11.3

사후
실험반 44 84.54 10.6

5.086 p.05
비교반 44 73.18 10.8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듣기 능력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사전평가에서는

실험반과 비교반의 듣기 능력의 차이는 p>.05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 평가에서는 실험반의 평균이 비교반의 평균보다 11.4가 높아 t검증 결과 5%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반의 동화구연과 연계한 극화

활동 수업이 비교반의 일반 수업보다 듣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의도한 바와 같이 동화구연은 충분한 듣기의 입력을 가능하게 하며,

동화에 관련된 다양한 놀이 활동은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런 듣기의 반복을 창출하여

서 듣기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되어진다.

2. 영어 말하기 평가

말하기 평가 역시 듣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실험 전과 후에, 학습한 내용을 중심

으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1회당 10개의 문항을 가지고 2회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간 전후 비교하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평가 문항은

사전 평가의 경우, 실험반과 비교반 모두 3, 4월에 동일하게 학습한 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록 2와 같이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후 평가의 경우는 비교반

에서 수업한 단원 주제와 부합되는 동화를 선정하여 실험반에 투입하였던 바, 비교

반과 실험반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평가 문항

은 영어 질문으로 되어 있으며 10개의 문항은 교사와 학생 1대 1 면담을 통해 교사

가 묻고 학생이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말하기 평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방과후에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였다.

각 문항 평가에 대한 평가 척도는 다음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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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말하기 평가 척도표

배 점 준 거

10 분명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대답한다.

8 발음과 어휘는 비교적 정확하나 머뭇거림이 보인다.

6 발음은 비교적 정확하나 올바른 어휘를 사용하지 못한다.

4 발음에 오류가 많으며 맞는 어휘로 답하지 못한다.

2 전혀 영어로 답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척도에 의해 사전․사후 말하기 평가를 실시한 뒤, 실험반과 비교반의

평균 점수에 대한 t검증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사전․사후 말하기 평가 결과

구분 인원(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사전
실험반 44 75.68 11.1

.264 p>.05
비교반 44 75.00 13.0

사후
실험반 44 87.95 8.5

5.940 p<.05
비교반 44 75.90 10.4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하기 능력 측정 결과, 사전평가에서는 실험반과 비

교반의 말하기 능력의 차이는 p>.05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 평가

에서는 실험반의 평균이 비교반의 평균보다 12.05가 높아 t검증 결과 5%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화구연과 연계한 극화활동이 아동들에게 발

화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발화의욕을 고취시켜 말하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아동들은 동화 듣기 활동도 즐거워하였지만, 아주 단순한 대화로 구성되

는 극화활동일지라도 흥미를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비교반 역시 각 단원 4차시에 ‘역할극’ 활동이 있어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실험반의 경우는 흥미와 적극성의 면에서 비교반을 능가하였으며

극화활동에 대한 강한 흥미와 적극성은 발화 적극성으로 이어져 비교반에 비해 말

하기에 더욱 적극성을 띄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듣기․말하기 능력이 일천한

영어 학습 초보자이지만,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앞서 실시한 영어기능선호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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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처럼, 3학년 아동 역시 영어를 말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실험반의 사전, 사후 듣기 대응표본검정(paired samples t-test) 결과는

t(44)=-5.763, p<.05 로 나왔고, 말하기 대응표본검정(paired samples t-test) 결과는

t(44)=-10.959, p<.05로 나와 5%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의 연계학습이 실험반 아동의 듣기․말하기 능력 향상에 얼마

나 효과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결론적으로 위의 평가 결과는, 실험반에 투입한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의 연계지도

가 실험반 학생들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음성언어능력향상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본 연구는 영어사용능력 면에서 초보 단계에 있는 학습자에게,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면서 영어에의 노출과 흥미, 사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동화구연

과 극화활동의 연계지도를 통하여 음성언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는데 목적을 두었다.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의 연계지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듣기․말하기 평가 결과,

사전 평가에서는 듣기․말하기 모두 p>.05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평가에서는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평균이 약 10점 이상 높아 t검증 5% 수준에서 매

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얻은 결론으로 영어학습 초보자인 초등학

생들에게 동화를 활용한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의 연계지도는 듣기의 충분한 입력을

수반한 발화 유도로 음성언어 능력 향상에 그 효과가 크다. 따라서 동화를 활용한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의 연계학습이 초등영어지도방법으로 매우 바람직한 하나의 방

법이 된다. 또한 활동을 수반한 동화의 반복 청취는 ‘영어의 흐름’을 인식하게 해

주고, 듣기 이해력을 증진시켜 동화의 의미파악을 수월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동화

와 관련된 다양한 듣기 활동은 아동들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으면서 충분한 듣기의

투입을 가능하게 하며, 극화 활동은 아동들이 가장 좋아했던 부분으로 자신의 감정

이나 경험을 표현하려고 스스로 노력하여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 효과가 있는 동화구연과 극화 활동을 적용하기

위하여 동화구연이 가능한 문학적 요소가 영어 교재의 단원 내용에 적절히 수록되

어야겠다. 아울러 EFL상황 속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아동들에게 제공되어 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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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요소가 담긴 다양한 동화의 개발이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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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비교반 선정을 위한 사전 정의적 영역 검사지 (설문지)

3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의 질문은 여러분의 영어에 대한 흥미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

니다. 아래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구연과 극화활동이 음성언어사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327

번

호
설 문 내 용

매우

그렇

다

조금

그렇

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지

않다

매우

그렇

지

않다

1 영어에 관심이 많다.

2 영어 시간이 재미있다.

3
주변의 물건들을 보면 그것을 영어로

무엇이라 하는지 알고 싶어진다.

4 영어 시간이 늘 기다려진다.

5
주변의 영어로 쓰여진 것이 있으면

우리말로 무엇이라 하는지 궁금하다.

6
영어 시간에 되도록 영어로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7 집에서 CD-Rom을 미리 보고 오려고 한다.

8 외국인을 만나면 먼저 말을 걸고 싶다.

9
영어 시간이외에도 아는 영어를 사용해

보려고 노력한다.

10
모르는 영어를 듣거나 보게 되면 꼭 그

뜻을 물어봐야 마음이 편하다.

부록 2

사전․사후 듣기․말하기 평가지

사전 듣기 평가

※다음 물음을 잘 듣고, 맞는 답의 번호를 골라 ( ) 안에 써 넣으시오.

1. 아침에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Good morning ② Good afternoon

③ Good evening ④ Good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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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은 어느 것입니까? ( )

Q: What's your name?

① I'm Korean.

② My name is In-ho.

③ I'm happy.

④ It's an apple.

3. 다음 낱말들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 )

mother father sister brother grandmother

① weather ② sports ③ fruits ④ family

4.오랜만에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Good bye ② Good night

③ How are you? ④ Are you OK?

5. 다음 물음에 맞는 대답은 어느 것입니까? ( )

Q: How old are you?

① I'm fine. ② Thank you.

③ I'm 10 years old. ④ Very good.

6. 날씨를 묻는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How is the weather?

② What's this?

③ What's that?

④ How are you?

7. 이름을 묻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I'm Young-sook.

② My name is Young-sook.

③ Young-sook.

④ It's Young-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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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말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Thank you.

① You're welcome. ② OK.

③ Very good. ④ I'm fine.

※ 다음 대화를 듣고 묻는 말에 알맞은 답을 하시오.(9-10)

A; Apple, please.

B: How many?

A: Ten, please.

9. 어느 곳에서 나누어지는 대화일까요? ( )

① 아이스크림 가게 ② 과일 가게

③ 문방구점 ④ 학교

10. 사고자 하는 물건은 몇 개 입니까? ( )

① 5 개 ② 7 개 ③ 9 개 ④ 10 개

사전 말하기 평가

※ 다음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1. What's your name?

2. How is the weather today?

3. How old are you?

4. Good afternoon?

5. What's this? (연필을 가리키며)

6. Is this a book? (책상을 가리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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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unt your fingers.

8. Do you like ice cream?

9. Who is she? (가족 그림을 가리키며)

10. How many eyes do you have?

사후 듣기 평가

※다음 물음을 잘 듣고 맞는 답의 번호를 골라 ( )안에 써 넣으시오.

1. 다음 들려주는 단어 중에서 관계가 먼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teacher ② student ③ docter ④ school

2. 다음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몇 시를 말하고 있습니까? ( )

Q: What time is it now?

A: It's nine thirty.

① 8시 30분 ② 9시 30분 ③ 10시 30분 ④ 11시 30분

3. 다음 말에 대한 응답으로 적당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I'm hungry.

① Thank you. ② It's OK.

③ You're welcome. ④ Have some sandwiches.

4. 다음 답에 대한 질문으로 적당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I like hamburgers.

① What's this? ② Do you have hamburgers?

③ What do you like? ④ Where is the hambu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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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을 고르시오.(5-6)

Dialog

Boy 1: What's her name, Min-su?

Boy 2(Min-su): Her name is Mi-na.

She is my sister.

Boy 1: How old is she?

Boy 2: She is eight.

5. Who is Mi-na?------------- ( )

① She is Min-su's sister.

② She is my sister.

③ She is Min-su's mother.

④ She is your sister.

6. How old is Mi-na? ----------- ( )

① Seven ② Eight ③ Nine ④ Ten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을 고르시오.(7-8)

Girl : Where is my book?

Boy : It's under the chair.

7. 소녀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책 ② 연필 ③ 의자 ④ 공

8. 찾고 있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

① 책상 아래 ② 의자아래

③ 책상 위 ④ 의자 위

※ 다음 네모 안과 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알맞은 말을 고

르시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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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생이 밖에서 놀다가 얼굴을 시꺼멓게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 )

① Point to your hands.

② Wash your face.

② Touch your mouth.

③ Clap five times.

10.
친구의 생일에 축하해 주러 갔습니다.

( )

① Thank you. ② See you again.

③ Happy birthday! ④ Come here, please.

사후 말하기 평가

※ 다음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영어로 말해 보시오.

1. What's your favorite food?

2. How old is your mother?

3. How many fingers do you have?

4. Can you swim?

5. What color is the banana?

6. What's your phone number?

7. Do you have a dog?

8. What time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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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here is your bag?

10. How are you?

예시언어(Example in): English

적용가능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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