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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lÎS article presents an initial frarnework for analyzing teacher responses. πle 

analysis attempts to illuminate the support to the idea that leaming is an interactive 

πocess. From this Vygotskian viewpoint, teacher talk is a channel by which leamers 

particip없e in a leaming process so that the 1않ming process can be appropriated. An 

analysis has been done with a middle-school classroom talk. A video-taped 7 minute 

epl잉de showed that the teacher-leamer conversations lack in the function of 

co-constructing. A modified episode is presented to illustrate a more interactive and 

elab야ate teacher t떠k. 

이 글은 교사언어의 상호 교류성을 분석하기 위한 틀과 분석의 실례를 제시 

한다. 분석의 틀은 학습이란 상호교류적이며 사회구성적이라는 Vygotsky적 관 

점에 근거하였다. 이러한 안목에서， 공명적인(responsive) ， 자기 것으로 연결시켜 

주는(appropriative) ， 그리고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co-constructive) 언어 

교류 방식을 상호교류적 교사언어(interactive teacher talk)라 이름하고， 이를 진단 

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영어 교육 전공자의 수업 활 

동을 기록한 비데오 테이프 자료 중의 일부이며， 이 자료는 상호교류적 교수 

(interactive teaching)를 위한 훈련과정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글이 

목적하는 바는 그 훈련과정에서 직접 사용되었던 데이터의 일부를 예시함으로 

써， 훈련의 성격을 예시해 보려는 데 있다. 수업활동의 분석결과， 공동구성적 

(co-constructive) 기능이 특히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훈련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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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학습자의 발화를 이끌어내고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사언어를 고안 

해내는 것으로 정하였다. 

1 . 상호교류적 교사언어 

It is in t떠k through which tasks are defined, negotiated, and evaluated, and by 

means of which students’ P앙ticipation is monitored and assisted, that students and 

teachers engage in the dialogic co-construction of meaning. 

(Wells & Chang-Wells, 1992, p. 33) 

교실 언어， 특히 교사 언어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사 언어를 

통해서 학습 내용이 공동구성( co-construction)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습활 

동을 교사-학습자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Goldenberg， 

1993; Guitierrez, 1994; Heap, 1991; Lin, 1993; Rogoff, 1990)으로 본다면， 교사 언 

어는 학습자에게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학습자의 언어를 수용하여， 그것 

을 재구성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적 의사소통 

을 구현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의 교사언어에 주목할 필요와 요구가 있게 된다. 

이러한 성격의 교사 언어는 Vygotsky(1962, 1978)와 Leontiev( 1981)의 “자기 것 

으로 연결시키기(Appropriation) "의 개념을 언어 교류에 적용하여 풀이할 수 있 

는데， Mercer(1994)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 to explain the pedagogic function of a particular kind of discourse event 

whereby one person takes up another person ’s remark and offers it back, 

modified, into the discourse ... teachers do this with children’s utterances and 

actions, thereby offering children a re-contextualized version of their own 

activities. ... Teachers often paraphrase what children say, so as to present it 

back to them in a form which is considered to be more compatible with the 

current sπeam of discourse. πley also reconstructively recap what has been 

done, so as to represent events in ways which fit their pedagogical 

framework." (p. 105) 

이러한 언어교류는 교사-학습자간의 교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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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것을 통해 교사， 학습자가 공동으로 이해의 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 

한다. 즉， 학습자와 교사가 활발히 교류(interact)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교류 

(responsiveness), 또한 학습자의 언어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교류 

(appropriation), 그리고 학습자와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는 언어교류 

( co-construction)를 뜻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언어 교류를 상호교류적 교사언 

어(Interactive Teacher Talk)~ 이름하고， 교사 언어의 상호 교류성을 진단하기 위 

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분 석 

1. 분석틀 

아래 〈표 1>에 제시된 분석틀은， 교수담화(Instructional conversa디on)에 관한 

Golenberg and Pattey-Chavez(1995), 선호적 반웅(Prefeπed responses)에 관한 

Gree띠eaf and 한e때man(1993) ， 공명 적 반응(Responsiveness )에 관한 J따vis and 

Robinson( 1997), 그리고 학습을 위한 공동구성(Co-constructing opportunities to 

leam)에 관한 Tutay, Jennings and Dixon(1995)의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종 

합， 재구성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Vygotsky적 관점에 서서， 상호교류적 언어교 

류방식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그리 

고 연구방식이 모두 본 연구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설례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구성하게 되었다. 

〈표 1> 교사언어의 기능과 범주별 구분 

기능 Type 범주 

Responding to or evaluating respon이ng to 않udents’ statement or opport뻐ties 
F 

student’s contribution they provide 

Modifying for comprehensibility M 

Guiding 
gUl이ng students to elaborate on their 

B 
understanding through elicitation techniques 

8ridging 
commenting on students' statement by adding 뼈sl 

B 
her own gloss and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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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Type 범주 

making 와udents join in the articulated under-

Completing standing by compl려ng hisfher expressions with B 
ski-jumped intonation 

Weaving 
incof1X>rating p따t or a11 of a pre꺼ous utterance 

B 
into an expanded utterance 

Eliciting bases for statement 
πobing for the basis of students ’ statements (e.g. 

0 
“show us where it says .. ") 

Commenting on sσategies suggesting a new 앙rategy to move forward 0 

F∞，ting acting out, dramatizing, etc. 0 

Connecting to previous returning to or recalling previous discourse and 
B 

discourse building an expanded utterance 

Turn-taking management Fπompting more v때ed speaking ri힐lts F 

Direct teaching teaching specific ski11s, explaining or πanslating F 

Oirecting provl이ng a direction about the up-coming task F 

Check Known-answer qu않tio띠ng F 

Inviting to the task making students involved in the up-coming task 0 

위에 제시된 언어 기능은， FOMB 범주로 따로 구분되어， 

있다. 

츠
 
「, 

。T 칸에 명시되어 

FOMB 범주 

F : focusing on a ski11, concept or directions 

o : providing an orientation toward the task or helping students get involved into the 

discourse 

M: modifying students’ statement 야 providing a re-contextualized version of the 

statement 

B : taking up students’ remark or helping them to build it and offering it back into 

the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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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네 범주를 구별한 이유는， 전형적인 교사언어가 F 범주에 지나치게 의 

존하고 있고， O. M. B. 범주의 교류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의 결과 때문이다 위에 언급된 연구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상호교류적 교 

사언어는 F 범주의 교류보다는， O. M. B. 범주의 교류방식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중등영어 교실에서 기록된 교사언어 

를 들어， F 범주기능에의 의존도를 지적하고， 이를 지양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 

는 O. M. B. 범주의 교류방식을 예시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 

여기에서 예시하는 7분간의 교사언어는， 영어교육 전공자의 수업활동 자료의 

일부이다. 이 수업활동 분석은 원래 상호교류적 교수(Interactive teachlng)훈련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상호교류적 교수 자료， 상호교류적 활동， 그리고 상호교류 

적 교사언어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중 교사언어 훈련은 세 단 

계로 나뉘는데， 일 단계는 동료 교사와의 그룹 활동을 통해 교사언어를 구성하 

는 작업， 이 단계는 이것을 소그룹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하여 조정하는 작업，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조정된 교류방식을 실제로 현장 수업에 활용하는 작업 

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수엽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고안된 주제중심 (theme

based) 수업으로서， 수업의 목적은 호홉의 기본 원리를 익히고， 이를 107~ 의 단 

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사가 꾸민 “Ratty" 이야 

기를 읽으며(부록참조)， breathe, consπict， expand 등의 단어를 익히게 되는데， 여 

기에 예시된 부분은 바로 이러한 단어를 복습하는 에피소드이다. 

교사가 명시해 놓은 바에 의하면， 이 에피소드의 목적은 상호교류적 언어사 

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 단어를 익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표 2> 

의 좌측칸 기능 분류가 보여주듯， 이 에피소드는 F 범주에 크게 의지하고 있고， 

특히， B 범주기능(Weaving과 connecting 등)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교사와 훈련자의 공동 작업 결과， <표 3>의 대안적 

교사언어를 구성하게 되었다. 상호 교류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교사 언어의 재구성 작업은 2회에 걸쳐 시도되었으며，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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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중 B 범주(e.g. Weaving과 Completing)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교사언어의 

예이다(새로이 재구성된 교사언어는 굵은 체로 나타나 있으며， 재구성 과정에서 

“Ratty" 이야기의 문법적 · 담화적 문제점 역시 조정되었다). 

〈표 2> 교사 언어 
기 Teacher 느

。
 

Students 

[1] 

F: Check 

T: 좋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 

이 될지 입어보지요. There was a 

mOlLSe called Ratty and he had a 

magical power. He liked to do 

something different and special. 

Ratty라는 쥐가 한 마리가 나왔군 
요. What kinds of t비ngs does he 

like to do? 

S : Something different and special! 

. 

맨
 

m D 

! 

: 
F
μ‘
 Fi 

T: That’s right. 그러 면 창용이 학생 

이 한번 처음 두 paragraph를 귀 
여운 목소리로 일어볼께요. 

S(Changyong) : one day, Ratty wanted 

to ridicule a cat and he found a 

sleeping cat in the coner of the 

building. He wanted to have some 
fun with him so he practiced an 

unlLSual magic to the cat. Suddenly, 
the cat became . 

[3] 

B: Guiding 

T:Oh! 이런 그 쥐는 매우 호기섬이 

강해서 그가 발견한 고양이를 가 
지고 마술을 걸고 싶어 했나보군 
요. 그러면 이 마술로 무엇을 했을 

까? (Sll.ENC티 무엇을 했을까? 

S(Eunyωng) ; constricted? 고양이가 작 

아지면 그 쥐를 데리고 … 먹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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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Teacher 느
 
O Students 

[4] 

F: Res따뼈ng 

B: Brid밍ng 

T: Wow! It’s incredible. The cat 

became constricted. 그래 서 작게 

만들면 먹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은영이 

의 상상대로 한번 가보지요 자아 
아아아! 은영이 학생， would you 
read the next part? 

S(Eunyoung) : Ratty was surπised to 

see the cat in front of 피m. πle 

Giant cat found Ratty and chased 

him ..... The Giant cat.. .. 

[5] 

F: Check 
F: Direct 

teaching 

Giant. Giant가 뭐죠? 예 그렇지요. 

커다란 고양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양이를 expand 시켜야 하겠지요. 

In that sense, we could say that the 

cat should be expanded. 따라해 보세 

요. Expand. Expand. Expand. Now 

Next pl않se. 

S(Eunyoung) : He thought that he ran 

with his full speed but the giant cat 

was about to catch him. He thought 

that he should be more a ( ) .... 
than the cat to protect himself from 
the cat. As soon 잃 he practic잉 the 
magic he became bigger and bigger 

than 뼈 밍ant cat. 이 번에도 ex뼈lded 

같아요. 

[6] 

F: Res따때ng 
B: Guiding 

T: 그래요? 아니 쥐가 더 작아지면 
안되 요? Imagine t뼈t the mouse 

would be much more constrlcted 

than the cat to protect 삐mself. 

What will hap야n? 

S(다langyong): 큰 고양이가 그 쥐를 

잡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he 

became bigger and bigger than the 

밍ant 없을 보면 마찬가지로 ex따빼d 

로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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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느
。
 

Teacher Students 

[7] 

F: Respor때ng 

F: Direct 
teaching 

T:Wow. 놀랍군요! ! bigger than the 
cat이니까 더 커져야 되겠죠? 그 
래서 exp뻐d가 되겠죠. OK, 잘 
했어요. 자 Read the next line, 
please. 

S(다1angyong) : 까1e cat was Surp디sed 

to see that scene. π1e unbelivably 
big mouse was in front of him!! 
깨e mouse ( ) deeply and strongly. 
π1e α>or cat who chased the mouse 
( ) his mouth and he ate it. 

oe n 
빼
 

G m에
 g
ι
 

T: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요? 
어떤 일일까?detψIly at념 $α1빙y하 

게 쥐가 무엇을 했을까요? 

S(E뻐gyung) : (shyly) 뽀뽀 

[9] 
F: Res따뼈ng 

B: Guiding 

T : Oh that is a possible 때se. deeply 
and strongly we 때n kiss each 
other. 하지만 너무 야하군요. (숨 
을 쉬고 내쉬는 모습을 보이 
며) ..... 

S(다1angyoung) : 아! breathe in 뻐d 

tπeathe out이요. 그리고 고양이를 
빨아들일 정도로 강해야 하니 breathe 
in. The cat could go into the mouth 
of the mou않 이잖아요. 

[10] 
F: Respor찌mg 
B: Bridging 

T: That ’s right. The mouse should 
breathe in deeply and sσongly and 
the poor cat w히1t to 비s mouth and 
the mouse ate the poooooor cat. 

좋습니다. 숨쉬기의 위력은 참으 
로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군 
요. 그러면 마지막 결과를 다같이 
은영이가 읽어보지요. Now would 
you like to read the closing p따t? 

S(Eunyoung) : (read the last parts) 

T: 마지 막의 The Giant cat은 슬프게 

도 동물원의 우리에 끌려가는 것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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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안적 교사 언어 

느
。
 

Teacher Students 

. 
맨
 

.M , .. ‘ 

m 
α
 

Now, This is a stOIγ about Ratty. 

He is a really special mouse. Y ou 
know what? He is a magician. A 
magician. What does a magician 
do? What? jumping? running? what 

때n a magiCÎ뻐 do? Yeah Ma휠c. 

All 히ght. 

S: magic! 

[2] 

F: Directing 

T: That’s right. 그러 면 어 떤 magic을 

누구에게 했는지 나에게 말해 주 
세요. 

S(다langyong) : one day, Ratty wanted 
to ridicule a cat and he found a 
sleeping cat in the coner of the 
building. He wanted to have some 
fun with him so he practiced an 
unusual magic to the cat. Suddenly, 
the cat became .... 

[3] 

B: Comple
tmg 

B: Guiding 

maglclan 

T : See. He is a M...... He can play 
magtc.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 
Remember we have the word 

list. It has expanded, constricted 

S(Eunyoung) :consσicted? 

[4] I I S(Eunyoung) : 고양이가 작아지면 그 
F: &鋼xtingl 쥐를 데리고 먹을 수도 있고 
B: Guiding ’ 

B: Comple-
tiny, constricted consttricted 

tmg 

T : The cat becanle constricted. Yeah. 
What would Ratty want to 
constrict him? What would he 
do? Imagine you are the mouse 

and you have a tiny constricted 
cat in front of you. A tiny tiny 

constricted cat. 

아아아아! 은영이 학생， Yeah 
that’s right. Y ou can eat it up, 
뾰cause it is ( ). Now we have 
a (constricted) cat. 까len read and 

tell me what happened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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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Teacher 느
。
 

Students 

Ratty was surprised to see the cat in 
front of 피m. lt was a 링ant cat. 
πle gt때t cat found Ratty and chased. 

. The Giant cat.. 

[5] 
0: Eliciting 

bases 
B: Comple

tmg 
B: Weaving 

constricted 하고 밍ant하고 이 상 ... 

잡아 먹으니까 

constrict 하고 giant 하고 

Giant. Well we have a problem 
here. What is it? We thought the 
cat was tiny. What was the word? 
Yeah then can you tell me what’s 
bothering you about that? We have 
a constricted cat and giant cat. But 
we thought the cat was const꺼cted， 

뾰cause ( ). Yeah we thought it 
was constricted because, then he 
could eat up the cat 않sily. But 
what ’s wrong with our reasoning? 
Yeah a constricted cat may not be 
a giant cat. so Ratty made the cat 
bigger. 

[6] 
B: Guiding 

πle giant cat was about to catch 
him. He should be more ( ). .. than 
the cat to protect 피mself from the 
cat. 쥐가 더 작아지면? Imagine that 
the mouse would be much more 
constricted than the cat to protect 
himself. What will 뼈p뼈1? 

S(Changyong) : 큰 고양이가 그 쥐를 
잡올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he 
became bigger and bigger than the 
밍ant cat 이 니 까 expanded. 

聊
w 

m 
B 

T:Ye.봐)， we got a giant, expanded 
cat first. And now Ratty himself 
got bigger, expanded, Iike the 
balloon we saw, expanded Iike 
the lung we have. OK. 잘 했어 

요. 자， Read the next line, pl않se. 

S(αlangyong) : πle cat was surπised 

to 않:e that scene. 깐1e unbelievably 
big mouse was in front of him! ! 
πle mouse ( ) deeply and strongly. 
πle poor cat who 매ased the mouse 
( ) his mouth and he 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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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 Teacher Students 

聊
w 때

버
 
g
ι
 

T : Now he got expanded and did 
something deeply and ate the 
cat. How can this happen? wh없 
would he do deeply and sσongly? 

S(Eungyung) : (shyly) 뽀뽀 

oe 

-
씨
잉
 

때
 
m밍
 m싸
 없
 

뼈
·
…
뻐
 

m 

야
 

‘
야
 
G 
C 

ρ
e
 

때
 CL 

g
ι
 α .t 

T : Oh that is possible. deeply and 
strongly we can kiss. Kiss and 
then eat it up. What a nice 
t꺼ck! Kiss deeply and strongly 
and then eat it up. But what 
were the words we have in the 
list? Aren't we supposed to use 
the words in it? 

S(다langyoung) : 아! breathe in and 
breathe out이요. breathe in. πle cat 
could go into the mouth of the 
mou똥이잖아요. 

[10] 

F: ~웰빼mg 

8: Bridging 
B: Weaving 

T: That ’s right. 까le mωse breathed 
in deeply and 앙rongly and the 
mouse ate the pooα)()Qr cat. 좋습 
니 다 Ratty got much more 
expanded then he sucked in the 
cat. Now would you like to read 
the closing p빠? 

S(Eunyoung) : (read the last parts) 

. 
맨
 

.M Y--
‘ 

nj n 
o 

No, expanded. 

T : Well, poor cat. But 1 would 
thank the cat for 밍ving us a 
good exercise of what? 
Yeah exp없lded， constricted 
expanded and contricted. What 
was constricted? Ratty? No it 
was ( ). But you know what? 
1 wish 1 could be con와ricted. 

How about you? When would 
you wish to be con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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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기능분류가 보여주듯， 이 경우 교사-학습자간 언어교류는 묻고

답하기， 연습시키기-따라하기를 기본으로 짜여져 있으며([1] ， [2], [5] , [7]), 이와 

함께 학습자의 이해를 정리해 주는 언어([3] ， [8] , [9]), 또는 학습자의 발화를 확 

대시켜 주는([6] ， [1이) 언어교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표 2>에서는 “ Ratty" 이야기가 재구성되거나， 또는 이야기 재구성과 단어 

학습이 용해되어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채， 동일한 

성격의 교류 패턴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재구성된 교사언어가 〈표 3>에서 보여주는 대안 

적 교사 언어이다. 앞서 언급되었등， 교사언어 훈련과정의 주안점은 일차적으로 

시도된 교사언어의 문제점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교사언어를 고안해 

내는 점에 두었으며， 그 하나의 예가 바로 〈표 3>의 교사언어인 것이다. 이 대 

안적 교사언어에서는 우선 학습자를 학습활동에 “초대”하려고 하는 언어 ([1])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2]Directing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표 2>와는 

달리，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 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며， 더욱 중 

요하게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유형의 효과는 [3]G띠ding과 더불어 시도 

되고 있기도 하다. 

둘째는， [4] , [5], [7] 이 보여주듯， 교사는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단어를 직접적 

으로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언어 안으로 유입시켜， 같은 단어들이 새로 

운 문맥을 통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Ratty" 이야기， 그것을 익 

혀 나가는 학습자의 활동，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재구성해 보여주는 교사언어，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문맥을 연결시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표 3>의 

대안적 언어는， 자기 것으로 연결시키는(appropriati ve) 언어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언어모델을 충분히 경험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교류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낱개의 언어교류(single exchange)가 상호교류 

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들 간의 연계성이 단단히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1]은 다음 단계의 활동(학습된 단어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짧은 이 

야기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가기 위해 마련된 “초대” 언어이다. 즉， 앞서 설명 

된 [ 1]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교류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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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상호교류적 담화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III. 맺음말 

앞에서 우리는 상호교류적 교사언어를 상호교류적， 사회구성적 학습을 위한 

도구로 보고， 그 주요 기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사훈련과정에 도입 활용된 

예를 들어， 전형적인 교사언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 

안적 언어교류방식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칠분간의 교사언어는， 상호적 교사언어의 성격을 밝히고 예시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여기에 예시된 것과 같은 짧은 분석이 바로 실제 

교사언어 훈련과정에도 사용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이 분석의 궁극적인 목 

적이 교사훈련에로의 활용에 있기 때문에， 훈련과정에서 실제로 시행된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자 했다. 보다 중요하게는， 상호교류성이란 구체적인 문맥을 

떠나서는 결코 밝혀질 수 없기 때문에， 문맥을 그대로 보폰， 제시할 필요가 있 

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교사언어의 실제 자료를 변형없이 제시 

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재해석과 재분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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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l 

수업 에 사용되 었던 “ Ratty" 이 야기 원문 

There was a mouse, called Ratty who had a magical power. He liked to do 

something different and special. 

One day, Ratty wanted to ridicule a cat and he found a sleeping cat in the 

corner of the building so he practiced unusual magic to the cat. Suddenly, the cat 

became . Ratty was so surprised to see that kind of cat in front of 삐m' 

The Giant cat found Ratty and chased him. He ran away with his full speed but 

the giant cat was about to catch him. He thought that he should be more 

than the cat to protect himself from the cat. As soon as he practiced 

the magic, he became bigger and bigger than the giant cat. 

πle cat was surprised to see that scene. An unbelievably big mouse was in front 

of 피m!! πle mouse deeply and sπongly with heavy wind. ’fhe 

poor cat who chased the mouse his mouth and he ate it. 

Mter he felt safe and sound, he πied to spell the magic but he realized that 

something was wrong. Oh! my God, he was not able to be what he was!! He σied 

eV1εryt피ng that he could but failed. Oh, poor Ratty!!! He didn’t noticed that he was 

in the middle of the street where people were passing by. He had to 피de himself 

but he was too big to 피de himself in the street. Soon people surrounded him and 

he was seized into the zoo helples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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