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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

1. 수업의 배경
세계시민교육을 1학년 때부터 받아왔으며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다 보니 자연스레
세계 각 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관심이 많다. 그러나 따로 뉴스를 챙겨볼 여유가 없기 때문
에 수업에서 이를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됨은 물론 듣기실력과 뉴스의 고급어휘를
익힐 수 있을 될 것 같아서 CNN뉴스를 수업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시야를 넓히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는데
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한국의 입시에 매달려있는 고등학생이 아닌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좀 더 대의를 갖고 타인을 위해 공부할 수 있길 희망했다.
2. 수업의 특징
수업은 2차시로 진행된다. 1차시는 주로 듣기 및 쓰기활동으로 이루어지며 2차시는 읽기와
말하기로 진행된다. 1차시에서는 핵심내용이 빈 칸으로 되어있는 스크립트를 채우는데, 듣고
바로 받아쓰는 형식이 아니라, 약 1~2분 정도의 뉴스를 한 번에 들은 후 문맥을 고려하여
작문하듯이 스크립트를 채운다. 2차시에서는 학생들이 관련 영문기사를 찾아와 조별로 자신의
기사를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정리하여 발표한다. 2차시 내에 강의식, 협동학습, 토의, 발표가
모두 이루어지며, 4 skill의 활용이 가능하다.
3. 수업 진행 방법

1차시

2차시

① CNN10의 영상 시청 (첫번째 듣기)
② 새로운 단어 공부 및 내용 확인 질문 읽기
③ 내용확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영상 시청 (두번째 듣기)
④ 들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영상 스크립트의 빈 칸을 추론하여 채우기
⑤ 짝과 답을 확인하고 함께 수정한 후 영상을 보며 답 확인 (세번째 듣기)
⑥ 교사의 스크립트의 주요내용 설명 및 어려운 구문 설명
⑦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상 시청 (네번째 듣기)
⑧ (숙제) 영상의 내용과 관련된 영문기사를 찾아 요약해오기 (읽기 및 쓰기)
⑨ 4~5명 조를 편성하여 찾아온 영문기사 내용 공유하고 조별로 발표
(읽기 및 말하기)

4. 평가 계획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 관련 영문기사를 찾아 요약하였는가?
-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평가방법

- 포트폴리오 : 한 학기동안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뉴스 스크립트 및 영문기사
와 요약문이 잘 스크랩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정기고사 : 수업시간에 다룬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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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 자료: CNN10에서 제공하는 영상 및 Script, 학생들이 스크랩해오는 영문기사 등
6. 수업 내용: CNN10에서 제공하는 세계 각국의 소식들
7. 수업 활동 장면

조별 토론

조별 토론 전체 모습

칠판에 답을 적는 모습

학생들이 가져온 영문기사 및 요약문

기사 요약문 숙제

요약문에 첨부한 영문기사

8. 후속 연계 활동
수업시간에 다룬 뉴스 영어청취활동을 연계하여 영어뉴스제작보도대회를 개최한다. 학생들이
직접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영어뉴스영상을 만들어 전 학년이 함께 시청하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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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된 작품에 투표한다. 주제선정, 스크립트 작성, 리포터 및 아나운서로서 영어로 말하기,
영상편집까지 다양한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조별 활동으로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다.

9. 수업 후기 (교사/학생)
▶박○○ 교사 : 학생들이 영상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집중도가 높았으며, 딱딱한 교과서의

지식이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수업시간에 언급되다 보니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듣고 핵심내용을 스크립트에 적어야 하다보니, 들을 때
중심내용을 메모하면서 적는 등 듣기 요령이 생기는 학생들도 생겼다. 또한 학급 토의를 위해
관련 영문기사를 정리해오는 숙제를 해올 때,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정보나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다보니 더욱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했던 것 같다.
▶학생만족도 조사 중 일부

10. 총평 및 제언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관련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조사해 오도록 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고, 세계 각국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대된 것 같
다. CNN10에 스크립트도 제공되기 때문에 교사의 준비부담이 줄어들며(물론 스크립트가 완벽
하지는 않아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교과서 밖의 살아있는 내용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뉴스 영어 어휘와 리스닝에 익숙해지면서 영어실력도 증진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11.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http://edition.cnn.com/cn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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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8

교과수업

[영어] 교과 간 융합수업을 통한 학생중심 윤○주
토론 프로젝트 수업

전○지

1. 수업의 배경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영어유창성을 갖추고 있고, 영어의
사소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말하기에 어느 정도 열의가 있는 학생들이다. 또한 학교가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과 맞물린 토론 주제들을 통해 영어의사소통능력 뿐 아니라 ‘읽기-생각
하기-쓰기-발표-토론-사고재정립’ 과정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심화 적용하여 비판적 사고
력, 사회이슈에 대한 관심, 유연한 사고 등을 함양할 수 있다.
2. 수업의 특징
① 철학 사조에 관한 배경지식을 한국어로 익히고, comprehension check-up을 위한 모둠
활동을 통해 한국어로 학습한 내용을 영어로 다시 한 번 학습
② 논란이 되는 주제들에 대해 철학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
③ 독해시간에 배운 내용을 회화시간에 영어로 발화
④ 역할토론, 그룹토론, 개별토론 등 다양한 형태의 토론기회 부여

3. 수업진행방법 또는 수업 주제
<심화영어독해- John Rawls의 equality 개념에 대한 이해>
① John Rawls의 Equality를 ‘Justice’를 기본으로 학습
- John Rawls 철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점
② 모둠별로 comprehension check-up 문항을 맡아 집중적으로 토의함
- veil of ignorance, difference principle, Libertarian concept of justice, Meritocratic
concept of justice, Rawls’ argument againt those concepts etc.
③ 각자 다른 모둠으로 흩어져 원래 모둠에서 맡았던 문항의 내용을 설명함
④ 사회의 최소수혜자들도 부유하고 재능있는 학생들과 똑같은 성공의 기회를 가져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을 논하고 이를 실현할 방법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정당
한가에 대해 토론함
<심화영어회화 - ‘롤스의 차등원칙’에 대한 영어역할토론>
①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채 가장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구조는 어떤 것일 지에 대한 영작문
② 짝과 함께 영어토론
③ 공정성과 평등의 정의 내린 후 집단토론
④ 사회 각 계층으로 역할 분담하여 롤스의 차등원칙에 대한 조별토의
⑤ 벌떼토론(자유토론)을 통해 개인별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을 만나 자유롭게 토론
하며 학습지 완성
⑥ 조별 대표자가 토론형식에 맞게 연설 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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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자료
심화영어독해
수업자료

이해자료

토론자료

벌떼토론 (자유토론)

칼포퍼 디베이트

5. 수업 활동 장면
심화영어회화
역할토론

6. 평가계획
- 주어진 쟁점에 대해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한 자신만의
예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3분 스피치를 위한 스크립트 작성’이라는 수행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 11월에 칼포퍼 디베이트 (3인1팀으로 구성된 2팀이 찬성/반대를 주장하는 형식)으로 수
행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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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속 연계활동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토론대회를 개최하여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가?” “정의롭지 않은 법을 지켜야 하는가?” 등의 주제에 대해 토론함. 토너먼트식
대회로서 결승전은 전교생에게 공개하여 함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
8. 수업 후기
▶ 수업 진행 교사 전○○: 영어토론은 학생들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지만, 동시에

매력을 느끼는 과목이기도 하다. 최대한 다양한 주제로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
고 했고, 특히 대본 없이 즉석에서 영어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이
다. 1학기에 비해 어려운 주제이지만 사회적 정의와 부의 재분배 등에 대해 토론하며 학생
들의 시야가 넓어졌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다른 선생님과 함께 같은 주제로 수업을 진행
하다보니 교사로서 더 깊이 주제를 탐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학생들 또한 이미
독해지문으로 공부한 내용을 한 번 더 영어로 발화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덜
느꼈던 것 같다.
▶ 203○○ 김○○: 강의식 수업과 달리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수업이어서 수업

준비를 해갈 때 즐거웠다.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토의
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고가 확장됨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영어를 배우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영어를 활용하는 수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영어를 배우는 목적을 뚜렷하
게 해 준 수업이다.
▶ 20○○○ 오○○: Justice 수업을 통해 어렵게만 생각했던 ‘정의’에 대한 철학자들의 사상

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왜 공부해야하는지, 어떤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
해야하는지 등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볼 수 있었고, 매춘이나
낙태 등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나의 입장을 정리하고 철학
적 근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20○○○ 김○○: 혼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을 반 친구들과 함께 알기 쉬운 말로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했다. 개별적 독서 이후 배운 것을 수업시간에 함
께 확인함으로써 그 지식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다. 또 한글과 영어 두 버전으로 같은
내용을 공부하면서 개념과 용어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9. 총평 및 제언
한국어로 독해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완벽히 소화하여 이를 영어토론에 활용하는 방식은
교사와 학생에게 모두 도움이 되었다. 교사 간 교류를 통한 융합수업은 수업자료준비의 수월성
과 수업의 깊이를 가져다주었고, 학생들은 한 주제에 대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전부
연습하며 영어구사력 뿐 아니라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융합수업
은 단순히 영어능력을 영어교육의 종착지로 두지 않고, 영어를 수단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시각과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10.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1)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2) 대립토론 (박보영)
3) The Great Debate (Edmund Burke, Thomas Paine, and the Birth of Right and Left) Levin, Yu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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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수업

[영어] TED를 활용한 Theme-based 영어수업

진○원

1. 수업의 배경
Ideas Worth Spreading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우 다양한 주제의 양질의 강의 자료인 TED야
말로 실제적이고 유의미한 수업자료라 할 수 있다. 양질의 유의미한 컨텐츠로 10분~20분
가량의 시간동안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된 스피치를 통해서 언어 자체 뿐만 아니라 교훈,
감동, 정보, 재미, 지식의 확장까지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토픽들이 다 존재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TED 스피치 자료를 활용하여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가지 기능을 융합하는 수업을 진행
하였다.

2. 수업의 특징
① 언어학습 뿐만 아니라 교훈, 감동, 재미, 정보 습득에 용이한 수업이다.
② 연사들의 강연을 통해 적절한 gesture, eye contact, tone of voice, manner, pace 등을
관찰하며 말하기 전략을 습득할 수 있다.
③ 타 교과와 주제와 연계하여 교과 간 융합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할수 있다.(ex. 사회교과의
‘정의란 무엇인가’수업과 연계하여 책의 저자인 Michael Sandel의 TED ‘The lost art of
democratic debate’ 수업)
④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한다.
⑤ 온라인 무료 제공되는 TED를 미리 듣고 수업에 참여한다.
⑤ 구어체 표현을 배울 수 있다.
⑥ 미국식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억양을 경험할 수 있다.
⑦ 영어듣기평가의 인위적인 듣기자료가 아닌 실제적인 듣기자료로 실생활 영어표현습득이
가능하다.

3. 수업진행방법 또는 수업 주제
수업진행방법 : Scaffolding 형식

Ÿ
Ÿ
Ÿ
Ÿ
Ÿ
Ÿ

Pre Listening
TED제목을 알려주어서 미리 들어온다.
주제에 대한 brainstorming (mind mapping, video clip 시청 등)
전체내용의 outline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에 대한 퀴즈를 진행한다.
words and expressions 수업
While Listening
Skimming and Scanning – 전체듣기로 전체내용을 파악하면서 comprehension check up
question에 답을 적는다.
Summary – 파트별 듣기하면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요약(들리는 대로 적고 들은 내용 발표,
파트 요약, 요약 내용 조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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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Listening
Most Memorable Sentence 선정
debating
creative writing
project

Ÿ
Ÿ
Ÿ
Ÿ

수업주제 : Theme-Based로 한 학기 syllabus를 구성하였다.
경제 경영분야 – 창업(TED-The single biggest reason why startups succeed)
최근 비즈니스 경향과 창업으로 성공한 에어비앤비, 우버, 카카오 등의 국내외 기업들을 소
개하고 성공요인을 분석해보았다. 듣기 후 활동으로 TED에서 제시하는 창업성공요인들인
비지니스모델, 아이디어, 타이밍, 펀딩, 팀워크에 근거하여 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팀
을 구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창업 아이디어를 프리젠테이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개성있
는 아이디어와 프리젠테이션 스킬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Ÿ

인문학-행복한 삶 vs. 의미 있는삶(TED-There’s more to life than being happy)
“행복해야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행복할텐데...”라고 말하는 예능프로의 영상을 감상하고, 소
확행, 워라밸 등의 최신 행복 트랜드에 대해 brainstorming하였다. TED에서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삶의 4가지 요소인 유대감, 삶의 목적, 초월성,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고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프로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Men’s Searching for Meaning)’라는 책의 내용이 TED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기에 책을 읽고 사고의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듣기 후 활동으로
랄프 왈도 에머슨의 ‘성공이란 무엇인가’시 번역과 이를 응용한 시 창작 홛동을 하였다.

Ÿ

교육 – 창의성과 학교교육(TED-Do schools kill creativity?)
교육현실을 비판하는 만화 컷을 보여주면서 교육의 문제점을 영어로 작성해보도록 하였다.
창의성 보다는 지적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특정과목에 치중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비판
하면서 TED연사가 제시한 지적능력의 필수요소인 다양성, 역동성, 독창성에 대해 이해하였
다. ADHD였던 Gillian Lynne이 세계적 뮤지컬 안무가로 성공하기까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인간의 지적능력 중 독창성 요소를 이해하였고, 각자의 삶에 적용해보았다. 듣기 후 활동으
로 수원외고의 교육과정은 창의성을 감소시키는지, 증진시키는지 찬반토론을 해보았다. 또
한 본문에 나오는 어구를 활용하여 creative writing을 실시하였다.

Ÿ

실용-말하기 기술과 전략(TED-How to speak so that people want to listen)
영국의 소리전문가인 Julian Treasure가 제시하는 말하기의 7가지 금기사항, 4가지 지켜야
할 사항을 이해하였고, 음색, 톤, 운율, 속도, 볼륨 등의 아름다운 말소리를 내는 위한 악기
와도 같은 우리 몸을 어떻게 이용해서 아름다운 말하기를 하는지 전략을 익혔다. 듣기 후
활동으로 TED SAWL contest에 습득한 전략을 활용해보는 것으로 하였다.

Ÿ

4. 수업자료
TED 영상, 핸드아웃, 리딩자료,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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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 활동 장면

들으면서 내용요약

TED-Do schools kill
creativity? 듣기후 활동 :
debate

들으면서 내용 요약하기

요약내용 발표

TED-Do schools kill
creativity? 듣기전활동 :
카툰분석

TED-Do schools kill
creativity? 듣기전활동 :
단어학습

6. 후속 연계활동
TED SAWL CONTEST

7. 수업 후기
▶ 101○○ 박○○: 단순히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비효율적인 학습이 아니라 직접 강연을

들으며 회화 구문을 익히고, 강연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응용하고, 발표까지 하며
독해력 뿐만 아니라 영어 구사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학습에 큰 도
움이 되었다. 또한, 진로와 연계되거나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경제학, 창업, 웅
변 능력 등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하여 수업 내내 지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첫 수업이었던 스타트업과 관련된 수업은 평소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였기도 하고, 진로와도 연계되어 매우 좋았다.
▶ 102○○ 김○○: 일단 TED 강의 내용 자체가 딱 이 시기의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생

각한다. 교육 파트에서도, 비지니스 파트에서도,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주제를 다른 모든
테드에서 한 부분도 가볍게 지나칠 수 없을 만큼 TED 강의에서 전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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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고를 더 깊게 만들어 주고 큰 교훈을 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수업이 발표 위주로 이
루어지며 굉장히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수업 방식이 수업의 몰입도를 높였
을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자신감을 높여주었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이에 더해, 단순
히 청취, 발표 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정해 창의력을 뽐내는 발표 수업 등도 있었
는데 이 모든 수업 과정들이 나를 수원외국어고등학교의 인재로서 부합하도록 성장시켰다.
▶ 102○○ 박○○: TED 수업 동안 좋았던 점은 크게 3가지 이다. 먼저, 다양한 주제를 다

뤘던 점이다. 먼저, business 주제를 다루면서 경제 용어를 접할 수 있었다. 행복에 대
한 주제를 다룰 때에는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유명한 심리학자에 대해 이야기
해주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할 때에 가장 흥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내 꿈이 교육 관련 분야인 만큼 do schools kill creativity
강연을 보면서 현 교육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두번
째로 좋았던 점은 dictation 활동 및 각자의 summary 발표 시간을 가졌던 것이었다.
수원외고에서의 영어수업은 대부분은 reading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TED 수업을 통해
listening 분야를 공부하고, 직접 note- taking하면서 청해실력까지 키울 수 있었다. 또,
자신이 직접 쓴 summary를 모둠원들과 발표해보면서 말하기 실력과 작문 실력을 키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마지
막으로 좋았던 점은 TED 연계 활동이었다. 스타트업 관련 활동으로 직접 친구와 함께
창업을 해본 활동은 매우 인상깊었다. 직접 스타트업 주제를 생각하고, 목적, 필요성,
예산, 소비자 등을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TED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또, 교육 관련 활동에서 수원외고 시스템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감소시키나요? 와 같은
질문의 답변을 적어보면서 TED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TED 수업은 나에게 있어 인상깊은 수업이었다.
▶ 102○○ 이○○ : 나에게는 정말 영어다운 영어를 접할 수 있었던 수업이 바로 TED 수업이

라고 생각한다. TED 수업은 주로 선생님께서 하나의 TED를 정해주시면 수업 전 TED
영상을 미리 보고 내용을 숙지해 온 후, 수업을 하면서 파트별로 끊어서 듣는 과정을 통
해 내용을 분석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본 후, 수업이 끝난 후 스스로 문장 하나하나를 해
석해보고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TED에서 들었던 강의를 통
해 실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이나 강의식 영어 표현을 숙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5개의 강의 모두 정말 유익한 내용이라 TED 내용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성찰할 수도,
현재의 사회를 비판하는 능력을 키울 수도 그리고 창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남들이 듣기 좋게 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함양할 수 있었다.
8. 총평 및 제언
TED수업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언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유익하고 감
동이 있으며 통찰을 제시하는 내용이어서 매우 힐링되는 수업이다. 또한 사고와 지식의 확장을
할수 있게 기회와 동기부여를 제공해준다. 소개된 바와 같이 theme-based 수업으로 교육과정
을 재구성하는방법, 저자의 TED로 구성하여 원서 리딩과 융합 수업을 하는방법(ex. 알랭드보
통의TED, 말콤글래드웰의 TED, 엘리자베드 길버트의TED 등), 타교과의 주제와 연계하여 교
과간 융합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방법(ex. 수학관련 TED, 테크놀로지 관련TED 등) 등 활용
만 잘 하면 TED로 수업할 수 있는 방법과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TED강연길이도 시간대
별로 검색이 가능해서 난이도 조절도 가능하다. 모든 언어의 자막도 제공되므로 영어수업이 아
닌 다른 교과수업시간 활용도 가능하다. 연관 TED검색도 가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주제와 관
련된 TED를 여러 개 들어볼수 있고 연사의 도서도 소개되므로 지식의 무한확장이 가능하다.
TED활용 수업의 아이디어를 더 연구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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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수업

[영어] 영미연설문을 통해 배우는 세계시민의식 조○우

1. 수업의 배경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는 ‘융합형 인재’라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융합형 인재란
성차별의 장벽, 인종의 장벽, 지역 및 혈연의 장벽, 문화의 장벽, 학문 간의 장벽 등을 뛰어넘
어 여러 분야의 지식을 접목함으로써 자신 만의 지식으로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글로벌 인
재를 말한다. 이러한 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장벽을 뛰어넘는 세계시
민교육이 선행되어야한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교육의 첫 발걸음으로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융합
형 인재들의 연설문을 통해 그들의 삶의 태도와 시민 의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가르치고자 한다. 그러한 인재의 대표적인 인물이 인문학을 기
술에 적용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Steve Jobs), 흑백의 장벽을 넘어 미국 최초의 흑인 대
통령이 된 오바마(Obama),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헐리우드 스타로서 UN 총회에서 성평등을
주제로 연설한 영화배우 엠마왓슨(Emma Watson)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실, 이 세 사람은 수
업 전에 실시한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은 연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최고 순위에 오른 연설
문의 주인공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1학기에 스티브 잡스의 스태포드대 졸업식 연설인 ‘Stay
Hungry, Stay Foolish’ 와 오바마의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unior) 서거 50주년
기념연설인 ‘Let Freedom Ring’을, 2학기에는 엠마왓슨의 UN 평등연설인 ‘HeForShe’를 수업
자료로 하여 함께 생각하고 공감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
여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2. 수업의 특징
연설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 내용에 담긴 삶의 태도와 인식에 관해 토론해 봄과 동시
에 연설문속의 영어표현과 구조를 배우고 그 표현들을 사용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여 2차시에
걸쳐 수업을 진행한다. 1차시는 내용 이해와 표현에, 2차시는 주제 토론과 짧은 연설문을 직접
작성해 보고 발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업자료를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로 2차시로 구성
미리 모둠을 구성한 후(1모둠 4~5인, 총 6모둠) 역할을 선택
스티브 잡스의 연설 동영상과 연설문을 준비하여 동영상을 먼저 시청 후 연설문을 읽음
4가지 모둠 내 역할은 배경지식 조사, 중요 어휘 목록 작성, 중요한 문장 구조 분석, 문
단별 내용요약을 위한 것으로 구성
사전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각자 역할과 관련한 조사 시간 부여
조사한 내용을 통해 모둠 내 설명과 질문 및 Self-Review 시간을 통해 내용을 정리
연설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토론하기
모둠별로 주제와 관련한 짧은 연설문을 작성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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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주제 및 수업진행방법
- Steve Jobs : Stay Hungry, Stay Foolish <1차시>
① 4~5인(Summery Master는 1 또는 2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6개의 모둠을 구성한다.
② 모둠 내에서 4개의 역할 중에서 서로의 역할을 정한다.
(Background Knowledge Master, Word master, Grammar Master, Summery Master)
③ 동영상을 통해 전체 연설을 시청한 후 연설문을 각자 읽어본다.
④ 모둠 내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과 요지를 파악해 본다.
⑤ 각자의 맡은 역할(배경지식 조사, 중요 어휘 목록 작성, 중요한 문장 구조 분석, 문단별
내용요약)을 사전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함께 조사한다.
⑥ 조사한 내용을 모둠 원들에게 설명해 주고 서로 묻고 대답함으로써 연설문의 내용에 대
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한다.
<2차시>
⑦ 10분 정도의 Self-Review 시간을 통해 Steve Jobs의 이름 첫글자를 이용하여 삼행시
짓기(Acrostic Poem) 활동과 마인드맵 작성하기를 통해 연설문을 다시 상기해 본다.
⑧ 연설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토론한다.
⑨ 찬반 토론의 내용이 있는 경우 찬성과 반대 모둠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한다.
⑩ 모둠별로 연설문의 주제와 자신들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짧은 연설문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4.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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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 활동 장면
모둠별 조사 및 토론 장면

Self-Review 결과물

수업 후 학생들의 평가

6 모둠으로 구성하여 모둠 내 각자의 역할을 조사한 후 모둠 내 토론 및 설명을 하고 난 후 다음 차
시에서 스스로 연설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주제와 연설자의 견해에 공감하고 수업을 마친 후 학
생들의 수업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6. 평가계획
- 평가 내용 및 기준 : 함께 조사하고 토론한 연설문의 내용 중 일부를 지필고사의
서술논술형 지문에 반영
- 평가방법 : 서술논술형 문항에서 연설문의 표현과 관련하여 또는 연설문 화자의 의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짧게 적어보는 문항으로 출제 가능
7. 후속 연계활동
1) 수업 후 피드백을 위한 설문 실시
- 연설문 수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배우고 성장한 점
- 모둠 활동 또는 짝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영어독해실력의 향상 여부
- 다음 차시 연설문 수업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점과 다음 차시 연설문의 선호도 조사
2) 2학기 연설문 수업 안내
- 1학기 수업에서 개선할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할 예정
- 2학기 연설문의 주제와 주제토론, 찬반토론의 형식에 관한 안내
3) 1학기 연설문 쓰기와 2학기 창의논술포럼 연계
- 연설문을 듣고, 읽고, 토론 한 후 짧게 모둠별로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2학기에 실시
되는 창의논술포럼에서의 글의 구조 및 논리적 글쓰기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유도
8. 수업 후기
▶ 수업 진행 교사

조○○: 연설문은 어휘의 난이도가 높고 문어체적인 표현과 복잡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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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의 연설
은 생각보다 문장구조나 내용이 어렵지 않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관하여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학생
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스티브 잡스가 매우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인데다
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닌 자신의 얘기를 했다는 점과 그의 삶이 파란 만장한 했지
만 삶의 태도와 지향점이 명확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배울 점이 많은 연설이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혼자 듣고 혼자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사하고 토론하고 생
각을 나누며 연설문을 이해하고 연설문을 작성해 본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공감능
력과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2학기 수업에서는 모둠
내 역할을 위한 조사를 수업 전 준비 과제로 제시하고 수업 도입부분에서 모둠별로 조
사한 내용을 PPT로 발표하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 101○○ 이○○: 스티브 잡스 연설문을 듣고 읽으며 삼행시 짓기, 마인드맵 적성하기, 역

할 수행하기(요점정리하기 등), 토론하기를 통해 연설문에서 쓰인 표현에 익숙해지고
함께 해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연설문의 내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도 연설문에 나타난 스티브 잡스의 삶과 그의 생각을 통해 나타난 ‘실패와 좌절에도 불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
았고 나에게 힘이 되었다.
▶ 101○○ 이○○: 연설문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과 일반지문보다 복잡한 문장구조들을

익힐 수 있었고 혼자 해석하는 것보다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에
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의 내용과 내 삶이 연관된 내용
이 많아서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힘들었던 생애와 연결하여 진정성 있게 했던 연설 내
용이 감명 깊었다. 어쩌면 인생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 지에 대한 방향과 희망을 제시하는 감동적인 연설문이었다.
9. 총평 및 제언
연설문의 내용은 대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편견이 있지만 오히려 스티브 잡스의
연설은 자신의 삶을 스토리로 하여 더 쉽고 설득력이 있었다. 융합형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데 연설문 수업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학
생들이 삶의 태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는 측면에서 세계시민의식을 갖게 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영어로 된 유명인의 글을
읽는 과정에서 격언과 같은 멋진 표현을 배울 수도 있고, 연설문에 나타난 독특한 문장구조
등을 배워 영어실력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차별과 보이지 장벽을 넘
어선 사람들의 새로운 시선과 견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감동과 인식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
다면 매우 보람 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10.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 스티브 잡스 연설동영상 및 원문 https://news.stanford.edu/2005/06/14/jobs-0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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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수업

[영어]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세
계시민으로의 성장

전○경

1. 수업의 배경
외국어 학습자로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함양과 더불어 사고의 확장과 문화적 다양성을 경
험하게 한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및 가치관을 지니도록 도모한다.
2. 수업의 특징
주제에 관한 다양한 지문을 모둠원들과 함께 분석, 토론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으며, 관련 주
제 독서활동 및 다양한 후속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깊이 있는 주제탐
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수업진행방법 또는 수업 주제
직소Ⅱ모형을 토대로 한 모둠활동 수업. Code-switch(부호전환) 및 보편문법과 같은 주제를 학습
하기 위해 “I don't 'code-switch' to hide my identity. I 'code-switch' to celebrate it,” “Language
Diversity,” 등 의 지문을 4명이 한 모둠이 되어 글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함.
4. 수업자료
신문기사나 IELTS 읽기 지문과 같은 장문의 글을 분석하는 훈련을 통하여 전체적인 맥락과
세부내용을 제한시간 내에 파악하는 연습을 하도록 함.
1) The Skin That We Speak
2) I don't 'code-switch' to hide my identity. I 'code-switch' to celebrate it
3) Code-switching
4) Language Diversity
5. 수업 활동 장면
조별 활동

학생 활동지1

학생활동지2

Ⅷ. 연구자료 - 연구과제 II 17

관련 주제 독후 활동 학습지3

6. 평가계획
- 다양한 문맥 속에서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파악하여 대화를 듣거나 글을 이해하고 이를 적
절히 활용하여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수업 중에 다룬 내용이나 별도로 주어진 학습 자료에 대해 그 성취정도를 확인하되 문법,
내용이해, 배경지식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평가한다.
-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을 평가한다.
-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수업과정을 포트폴리오로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7. 수업 후기
▶ 207○○ 박○○: 'Language Diversity'에 대한 지문을 읽으면서 그동안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배우면서 특히 문법적인 면에서 세 가지 언어들에 많은 공통점이 느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이점을 조사하여 UG가 있다고 주장한 학자가 있었으며, 이미
반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지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언어는 우리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언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와는 차별되는 외국만의 다른 점들을 받아들
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 206○○ 천○○: 사람이 상황과 대화 상대에 따라 언어, 어휘, 말투 등의 언어 습관을 변

경한다는 개념인‘code switching’이 단순히 사람의 보편적인 언어 습관 정도로만 설명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세계관과 문화 정체성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식 영어가 아닌 African American English (AAE)의 교육 차원에
있어서도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AAE를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 AAE의 망가
진 문법이 공식 영어 습득에 방해가 되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 두 가지를 한
번에 비교해 읽을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물론 사투리가 있지
만 표준어와 사투리 사이엔 억양과 일부 어휘 사용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의사소통에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국토가 넓고 인종이 다양한 국가에서는 code switching이 불가
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18

▶ 20803 김○○: Code-switching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이처럼 하루하루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사람들은 왜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할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탐구를 해보았다.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이유로 사회 속에서
주목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취업, 적응 면에서 불이익
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뉴스 기사를 찾아보며 우리사회 속 탈
북자들의 삶과 탈북자라는 정체를 숨기려고 말투를 바꾸는 등의 힘든 노력을 하고 있
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있는 그대로 한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주
려는 다수의 노력이 있어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지
문 공부 이후에 이에 관한 영어에세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8. 총평 및 제언
학생들이 외국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수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지금 배우고 있는 언어들을 통
해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나와 다른 타인을 깊이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 기회를 삼는 것을
목표로 이 수업을 진행 하였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생소한 주제와 양적으로 상당한 길이의 지문
을 소화하느라 다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시간 내에 지문의 큰 맥락을 파악하고 그 맥락 속에
서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 눈을 기르며 수업 방식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또한, 해당 주제에 다
양한 지문을 학습하면서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
음을 깨닫고 언어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9.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1) I don't 'code-switch' to hide my identity. I 'code-switch' to celebrate it: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5/mar/31/i-dont-code-switch-to-hide-m
y-identity-i-code-switch-to-celebrate-it
2) Code-switching: https://www.britannica.com/topic/code-switching
3) Language diversity:
https://www.ielts-mentor.com/reading-sample/academic-reading/2832-language-diversity
4) The Skin That We Speak: Thoughts on Language and Culture in the Classroom (Lisa Del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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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

교과수업

[영어] 원서를 활용한 주제별 발표학습

이○선

1. 수업의 배경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개발시키기 위해 외국어를 통해 타문
화의 문화, 사회, 정치 등을 이해하는 자세를 지닌다. 구성주의와 경험중심주의의 정신을 이어
구성된 활동들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과업을 구성하고 협동하며 지식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타인을 공감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모둠별로 주어진 다양한 주제의 과업을 나누어 맡은 파트를 조사하고 협동하며 전체 과업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학습하고 완성학습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잠재력을 실현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또래교수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기회를 갖고 서로
의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과 완성학습에 도달할 뿐 아니라 더욱 민주시민의 자질
에 맞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2. 수업의 특징
① 조를 이루어 개인 과업을 분담한다.
② PPT를 만들어 학생들이 급우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
③ 학생들이 또래 교사가 되어 서로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답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덧붙인다.

3. 수업진행방법 또는 수업 주제
수업 전 발표를 맡은 모둠은 자신이 맡은 주제의 지문을 심층 분석해와서 지문의 내용, 배경
지식, 단어, 중심적 부분과 문제 만들기 등을 PPT로 정리해와 이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친구들의 의문점을 질문 받아서 그 부분을 맡은 조원이 답변을 해준다. 수업의 주제는 다양하
며 미스테리, 과학, 기술, 스포츠, 자연 등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발표 후 내용을 다시 한 번 심층적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며 부족했던 부분을 마저 보
충할 수 있도록 한다.

4. 수업자료
Reading for the real world 및 ABC, NPR 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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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 활동 장면

각 과업을 맡은 조원이 자신의 파트를 설명하는 모습과 이를 경청하는 학생들. 중간 질문이 있을
경우 손을 들고 질문하며 이에 답한다. 의문이 해결나지 않는 경우 교사의 도움이 있다.

6. 평가계획
지문을 분석한 후 학생들이 이해를 정확히 하였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질문
을 담은 형성평가를 뒤에 첨부하고 또한 발표 모둠이 자체 창작한 질문들을 함께 공유하여 내
용 이해를 돕는다. 발표 전과 후의 질문을 나누어 학생들이 자신이 이해하는 바의 변화를 점검
할 수 있다.
7. 수업 후기
▶ 수업 진행 교사 이○○: 학생참여, 학생주도형의 수업 뿐 아니라 강의식을 혼합하여 학생

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내
용을 교사의 설명으로 함께 보완을 하니 수업이 좀 더 상호보완적이다. 학생들이 스스
로 수업에 대해 준비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질문에 답해주는 과정에서 심층적
인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 101○○ 김○○: 모둠 친구들과 논리적으로 지문을 구조 분석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설명하

고 과학 전문 용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를 도움.
▶ 101○○ 문○○: 다양한 주제를 접하며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접하고 깊이 탐구하는 능력

이 생김. 각 그룹마다 주제를 정하여 지문 독해와 이해, 배경지식 등을 토론하고 조사
하며 이슈에 대한 심층공부를 함.
▶ 101○○ 배○○: 네셔널지오그래픽과 CNN 등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신문기사의 헤드

라인을 수집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친구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동영상,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표 능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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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평 및 제언
현대의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더욱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협력해야 하
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다. 지식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적절하게 정보를 찾고 이
지식을 적절히 구성하고 편집하고 정리하여 타인과 공유해야하는 자질 또한 필요하게 된 것이
다. 이 과정에서 4skills 뿐 아니라 적절한 정보 검색, 정보 편집 등의 기술도 필요할 뿐 아니
라 더 중요한 것은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계시민의 자질
로서는 지식정보화 지식 뿐 아니라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외국어와
인성적인 부분을 모두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주제를 탐구하고 이를 조원들과 결과물
을 제작하고 토론하고 발표를 통해 그리고 학급별 토론을 통해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
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 현재 우리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을 탐색할 수 있고 앞으로 세계시민으
로서 행동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9.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1) reading for the real world (compass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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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

교과수업

[영어] Multi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습득을 통한 세계시민성 함양

윤○주

1. 수업의 배경
세계시민으로서 특정한 외국어의 학습에서 벗어나 토론과 토의를 통해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미래를 이끌 리더이자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2. 수업의 특징
‘Different communication skills among different cultures,’ ‘To make plan for the future
one should be able to reconfigure one’s experience’등의 글을 함께 읽으며 외국어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능력과 의견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3. 수업 진행 방법(직소모형 활용)
①
②
③
④
⑤

한 모둠 3-4명의 구성원으로 모둠을 나눔.
세 가지 주제의 글을 읽고 모둠별로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주제와 근거를 파악함.
다른 조로 각자 흩어져 자신이 맡은 글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음.
각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조원들의 의견을 경청함.
교사가 최종 내용 정리함.

4. 수업 자료
조별로 맡은 글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후 학생들 모두가 자신이 맡은 부분을 각 조에서 발표
한다. 기본적으로 영어독해 수업이지만 글의 구조와 문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본으로 글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면서 Disagreement의 중요성과 Required ability for muticultural
communication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한다. 다음은 학생의 활동지 내용 중 일부이다.

Ⅷ. 연구자료 - 연구과제 II 23

5. 수업 활동 장면
1단계 첫 번째 조별 학습

2단계 이동 조 학습

3단계 토의 토론

4단계 내용 정리

6 . 수업 후기
▶ 106○○ 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반응을 잘 살피는 사람의
비교를 통해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하더라도 때로는 같은 의도를 담고 있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
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잘 관찰하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평소에 이야기를 잘 못해 친구들과 좋은 상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잘 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주시민] 교육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여러 의견을 나눌 때 상대방의 반응 을 잘 살피면서 대화를 이끌
어 나가도록 노력했다.
▶ 107○○ 장○○: 이 수업을 통해 각 나라마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제스처의 의미가 다르고, 제스
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고 언어의
형식이나 문법도 중요하지만 그 언어권의 문화나 전통을 이해하는 것 또한 언어 학습 중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라는 것 을 인식하게 되었다.
▶ 105○○ 홍○○: 나라마다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르며 외국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은 먼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동아리
IDEA 주제발표시간에 중국의 중화사상과 그와 관련된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 발표했고 문화의 다양
성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자국문화만큼 타국문화도 존중해야한다는 것
을 느꼈다.
7. 총평 및 제언
도널드 트럼프의 장애인 기자에 대한 경멸적 반응과 그에 대한 Meryl Streep의 오스카 시상식에서의 수
상 소감을 시청한 후 학생들과 토론한 후 대화 상대에 대한 외적 편견을 가지지 않는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그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어 ‘multicultrual communication’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
다. 주어진 영어지문을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는 협동수업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대에 대한 편
견의 외모. 배경, 외적 능력에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편견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을
목표를 삼았고 학생들은 배운 주제에 대해 스스로 확장하여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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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운영
자료

[영어] 모의유엔총회 운영

김○진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모의유엔총회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각국을 대표하는 대표단이 되어 세계의 국가들과 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여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협력과 설득하는 능
력 및 국제사회에서 보여줄 예절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세계시민으로서 유엔에 각국의 대표단으로 나가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같은 의견을 가진
타 국가와 협력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모의유엔회의의 방법을 제대로 적용해보는 실습
과정인 모의유엔회의를 제대로 진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준비시킬 것인가를 연구한다.
2. 이론적 배경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국제무대로 진
출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한층 더 많아졌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나라가 발전하는 길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므로 학생들에
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3. 연구의 실행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대상 : 수원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유엔대회 참가 희망학생 86명,
의장단3명, 사무국 20명 총109명
연구방법 : 대회준비관련 협의, 워크숍 진행, 대회진행, 협의회 개최
연구일정 : 2017.03.02. ~ 2017.07.12.
주요내용
의제설정
[1차워크숍] 모의유엔총회
개념, 절차 및 의사규칙에
대한 전반적 설명
지원서 제출
(의장단 및 사무국요원 선정
및 대표단 선정)
모의유엔총회 참가 확정자
발표

일정
2018. 3.17.(목)

세부사항
아동 착취 및 강제 노동 문제

2018. 4.05.(목)

시청각실 120여명 참석

2018.
5.14.(월)~24.(목)

29팀/40명

2018. 5. 31.(목)

각 학년 게시판
28팀(대강의실)/ 사무국요원 20명(국제회의실)

[2차워크숍] 국가추첨,
의사규칙 설명 및 추가
공지사항 전달

2018. 6. 5.(화)

입장표명서 제출
모의유엔총회
수료증 교부

2018. 6.18.(월)
2018. 7.12.(목)
2018. 7.12.(목)

국가추첨, 의사규칙 설명 및 추가 공지사항 전달
의사규칙 및 입장표명서 작성 방법 지도
대회 홈페이지(네이버 까페)
시청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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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관련 사진

1차 워크숍

2차 워크숍

Opening Speech

Unmoderated Caucus

결의안

단체기념사진

3) 연구결과
(1) 긍정적인 점
① 모의유엔동아리(SAWLMUN) 기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생들 스스로 의제를 정하
고, 회의 규칙을 점검하고, 의제에 따라 대표단을 선정하는 등 학생들이 총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준비하는 총회였다.
② 2회의 사전 워크숍과 개인별 인쇄물을 통하여 참여한 대표국원들이 규칙을 숙지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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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줄어든 총회 시간으로 인해 입장표명서 분량, Opening Speech 시간제한, 결의안 분량
제안 등을 통하여 하루 안에 총회활동을 마쳤다.
④ 2018년부터 모의유엔동아리 전 기장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하기로 정하여 입장표명서를
사전에 리뷰하고, 의장역할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원활하게 심사활동을 진행하였다.
⑤ 심사위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심사기준에 대하여 공통된 합의가 있었고, 총회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대표단의 장점과 약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도록 심사가 이루어졌다.
(2) 문제점
① 2017년 대회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결의안 분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대회기간 이에
사전 결의안 작성과 관련하여, 결의안의 분량을 제한하였으나 대회 일정의 축소로 인해
결의안을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한 예로, 저녁식사 시간을 활용하여 결의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식사를 하
지 못한 채 의견교환과 준비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었다.
② 대회에서 총회로 의미가 변경되면서 입장표명서 작성 및 General Speech 단계에서 학
생들의 준비의 부족과 발표수준의 저하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특히 Speech를 함에 있어
원고나 노트북에 의존하여 발표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③ 2017년 대회에서 문제로 제기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코서브미터나 스폰서가 되어줄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와 대회로 인한 심한 대표국간의 경쟁체재를 계선하기 위하여 선배
와 후배가 한 팀이 되어 총회에 참석하도록 변경한 결과 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
은 총회참석을 신청 하지 못했다.
(3) 협의회를 통한 향후 개선점 분석
① 학생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 실력향상 및 총회의 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의유
엔대회의 부활이 필요성이 느껴졌다.
② 팀 구성이 어려운 1학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였기 때문에 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
어서 더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③ 모의유엔에 대한 전교적 관심향상과 홍보 활동 및 교육 활동에 대한 필요를 느꼈다.
2018년부터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이슈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1,2
학년 영어 원어민 교사의 수업 시간을 활용하였다. 2019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모의유
엔총회가 학교를 대표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여 학생들을 늘이고, 진행절차, 방법
및 이슈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4) 종합의견 및 후기
7교시부터 총회가 시작되어 총회 참석 인원들 외에 학생들도 창·체시간이 반영될 수 있
도록 모의유엔총회 장소를 체육관으로 변경하여 방청객들이 Opening Speech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순에서 국민의례 및 격려사를 제외하고, 바로 총
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향후 대회로 다시
전환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상과 관련하여서는 너무 경쟁에 치우치지
않도록 1,2,3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한 팀에게 시상하는 방법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대회와 2018년 총회를 준비하면서 부족했던 점들에 대하여 개선점 부분에 대하
여 정리하여 2019년 모의유엔동아리 기장단과 협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2019년 모
의유엔총회 준비할 때 이를 보완하도록 한다.

Ⅷ. 연구자료 - 연구과제 II 27

① 사전교육
▶ (심사위원 데○○, 의장 박○○) 대회진행방법, 순서와 관련된 규칙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 대한 교육을 워크숍 뿐만 아니라 영어 수업을 통
하여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워크숍 2회를 통해서 변경된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을 안내하고 Handout으로 명시해놓았음에도 총회 당일 날 이에 관해 혼동을 겪는
대표단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대표단들의 ROP 숙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 (대회지도교사 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각국을 대표하는 대

표단으로서의 자긍심과 다른 대표단, 의장단, 심사위원, 사무국을 대하는 매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타 대표단의 발표를 경청하여 다른 국가의 상황을 더욱 이해하고 배움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

② 심사
▶ (의장 박○○) 총회 전에 의장단과 담당교사 및 심사위원이 별도의 협의를 통해 대표단 점

검 시간을 가지면 대표단에게 더욱 완성된 총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③ 대표단의 구성
▶ (대회지도교사 김○○, 의장 박○○) 선후배 간에 서로 협력하고,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다학년으로 팀을 구성하면서 선배가 후배에게 코칭을 할 기회가 생겼고 다양한
의견이 한 대표단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선후배간의 유
대감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팀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팀 구성
의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④ 총회 일정
▶ (심사위원 로○○, 의장단 남○○)

2 차 지필고사 이후에 진행된 일정으로 학생들이 준

비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나, 하루로 줄어든 일정으로 인하여 결의안을 도출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Unmoderated Caucus에서의 참여가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다음
에는 Unmoderated Caucus의 시간이 더욱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충분한 회의 시간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⑤ 성과
▶ (의장 박○○, 의장단 남○○, 이○○) Opening speech, General Speech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지 않은 다양한 국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국제 컨퍼런스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음. MUN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Staff로 참여하며 MUN에 대한 간접적인 경
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대회가 아닌 총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움을 목적으로 참여
하는 학생들이 많아 더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었다. 실제로 참가한 학생들은 자유롭고 즐기
는 분위기에서 참여했다는 소감을 받았다.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한 나라의 대표가 되어 입장
을 발표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 분야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으로 만족스러
웠고, 다양한 국가들과 합의해서 하나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UN 총회
에서 필요한 타협 및 사회적 소통 능력들을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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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모의유엔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직접 대표단의 역할을 맡아 각국의 입장을 조사하여
여러 국가의 대표단과의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해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
었다. 학생들은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심도있게 생각하고, 자신이 맡은 국가의 입장을 논
리적으로 대변하고 토론과 토의를 통해 결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의 일원
임을 경험하였다.
회의 진행규칙이 낯설고, 회의 진행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다른 학년
과 함께 팀을 구성해야했던 어려움이 아직도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망설임을 보이
기도 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의유엔 의장단은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의규
칙 숙지를 위한 교육 활동을 좀 더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진행하고, 지속적으
로 영어 수업시간을 통해 모의유엔활동을 전교 학생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2018년 모의
유엔총회는 ‘아동노동’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
는 주제이기는 하나 논란이 될 만한 주제로는 부족함이 있었다. 주제선정에 있어서 더욱더
토론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도록 개선하겠다.
모의유엔총회는 학생 스스로 준비하고, 학생 스스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성
장하는 체험의 장이다. 모의유엔총회는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시민의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더욱 성찰하고 타인의 대한 배려와 협동을 배움으로서 인성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
였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논리·사고력 및 영어실력향상의 면에 있어서도 도움
이 되는 활동임이 분명하다. 모의유엔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2019년 의장단과의 긴밀한 협
의와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의유엔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학생들이 책임감있게 총회를 준비하고, 활동 중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여 성취감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격려와 관심을 보이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1. 유엔 홈페이지 http://www.un.org/en/index.html
2. 글로벌 리더- 꿈꾸는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아홉 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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