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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임에 따라, 

교육부는 초ㆍ중등 영어교육의 주요 목표를 대부분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두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영어 습득에 어려움이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능한 많은 

영어 노출 기회와 직접적인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원어

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English Program in Korea, 이하 PIK) 시스템

을 구축하여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원을 투입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원어민 교사 활용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원어민 

교사 활용에 대한 성과 보다 비효율성이 더 강조되어 최근 들어 일부 시 도교육

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재검증 및 사업 축소 움직임도 일고 있다. 현재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의무적으로 함께하는 협동수업에서 그 역할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는 것1이 영어 협동수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원어민 

교사 활용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원어민 교사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권영란, 2002; 김정렬 외, 

2008; 박은영, 2007; 배두본, 1997; 이남숙, 1998; 정길정 연준흠, 1997)들  

이 있어 왔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일선 교사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겪는 

문제점과 제약을 반영하지 않았고, 대부분 직접 실행을 통하여 그 효과가 실증적

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들은 매우 규범적이기는 하나 현장 실

무형 모형이라고 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검증을 거쳐서 학교 현장에 투

입․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동수업의 지침이나 역할 분담 모형 개발은 반드

시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듣기ㆍ말하기 위주의 초등학교 영어와 대학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사이에서 영어 학습의 과도기에 있는 중학생의 경우, 이러한 협

동수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시도는 더욱 시급하다.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함께 가르치고자 하는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서로 협의한 후에, 수업 각 단계별 활동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1 연구자가 연구 시작 전 교사 및 원어민 교사들과의 사전 인터뷰 등을 통해 얻은 결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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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업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

의 학습 효과도 배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들의 제

한점을 개선하여 현재 실제로 협동수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

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실무형 역할 분담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는 효과적인 

협동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을 활용하여 수

업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협동수업 만족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2.1. 협동수업의 개념 및 유형

  2.1.1. 협동수업의 개념

  선행 연구들은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함께 공동으로 수업하는 형태에 

대해 협동수업(cooperative teaching), 협력수업, 공동수업, 팀티칭(team 

teaching), 코티칭(co-teaching) 등으로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배두본(1997: 487)은 조명원 이흥수(1991)를 인용하여 협동수업(team 

teaching)을 “어떤 교과의 학습내용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전문 영역으로 구성된 

경우에 영역별로 전문 지식을 가진 교사들이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여 학생들

에게 보다 넓은 안목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협동해서 가르치는 수업 유형”이

라고 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가 우리나라 영어 교사와 협동하여 수업을 진행하

는 경우에는 공동수업(co-operative teaching, co-teaching)이라고 하고, 이런 

수업 형태도 협동수업과 같은 의미라고 했다. 정길정 연준흠(1997:3)도 조명원

이흥수(1991)를 인용하여 협동수업의 정의를 내렸다. 협동수업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교사가 문학과 역사와 같은 과목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여 학생들에

게 보다 넓은 안목을 주기 위해서 교사가 팀(team)이 되어 협동으로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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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의미하지만, 1987년부터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외국인 

강사와 일본인 교사가 한 팀이 되어 영어 수업을 진행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리킨

다”고 했다. 

  협동수업이라는 용어 대신 협력수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다. 

김정렬 외(2008:19)는 협력수업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하였다. 넓은 

의미의 협력수업은 “두 명 이상의 교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두 개의 교과목을 하

나의 과정으로 통합하여 서로 협동하여 가르치는 수업방식”이라고 정의하였고, 

좁은 의미의 협력수업은 “원어민 교사와 내국인 교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업

을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협력수업이란, 

“주로 외국어 수업에서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비슷한 역할 비중을 가지

며 서로 공동으로 협력하는 교수활동을 하는 것”(서울시교육청, 2006)이라고 정

의했다.

미국 교육학에서 코-티칭(co-teaching)이라는 용어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시작

되었으며, 팀 티칭(team teaching)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수교육에서의 

코-티칭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혹은 다른 특수전문직)가 학생들의 수업을 계획

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교육방식이다(Friend &

Cook, 1992). 이러한 코-티칭의 근원은 일반교사들 사이에서 서로 수업을 나누어 

책임지었던 팀 티칭에서부터 왔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다양한 팀 티

칭 방법이 개발되어 왔고, 그 결과 교사들이 수업계획에 있어서는 함께 책임을 

나누나 실제 수업은 서로 따로 하는 일반교육의 팀 티칭(Cook & Friend, 1995)

과 구별하기 위해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협동수업(cooperative teaching 혹은 

co-teaching)(Bauwens & Hourcade, 1991; Bauwens, Hourcade, & Friend, 

1989; Friend & Reising, 1993)으로 그들의 수업 방법을 명명했다. 

  이러한 경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학교에서 특수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 형태가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영어 공

동수업을 팀 티칭이 아닌 코-티칭2이라고 부르고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와의 공동 수업형태를 학자들 간에 다양한 용어로 사용

되고 있으므로 가장 보편적으로 간주되는 협동수업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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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협동수업의 유형

  국내·외적으로 협동수업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이

들 중에서도 Cook & Friend(1995)는 일반교실에서 장애인 학생을 교육하기 위

한 한 가지 형태로서 협동수업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협동수업 형태를 응용하

여 개발된 모형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와의 협동수업 모

형으로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나지은, 2011; 문성진, 2011; 이단오, 2012). 

Cook & Friend(1995)의 모형은 일 교수, 일 보조(one teaching, one 

assisting), 정거장식 수업(station teaching), 병렬식 수업(parallel teaching), 

양자 택일식 수업(alternative teaching), 공동협력 수업(team teaching)으로 나

누어진다. 

  이러한 Cook & Friend(1995)의 유형을 수정 보완한 유형들도 나왔다. 

Vaughn 외(1997)는 Cook & Friend(1995)의 모형 중에서, 정거장식 수업

(station teaching)이나 병렬식 수업(parallel teaching), 공동협력 수업(team 

teaching)은 그대로 두고, 일 교수, 일 보조(one teaching, one assisting) 방식

의 교사 지도 방식을 좀 더 강화하였는데, 특히 보조교사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함

으로써 협동수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Walther-Thomas 외(2000)도 Cook & Friend(1995) 모형과 Vaughn 외

(1997)의 유형을 더 정교화 하였지만, 일 교수, 일 보조(one teaching, one 

assisting) 방식은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교수 학습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상

호작용적 수업(interactive teaching)방식으로 교체되었다. 상호작용적 수업 방

식에서는 수업 전반에 걸쳐 두 교사가 모두 참여하지만 수업 내용을 5∼10분마

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주도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수업은 어느 한 교사에게 주

도권이 주어진 형태가 아니라, 두 교사 모두 전체적인 수업 진행과 역할 분담에

서 서로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 특징이다(Kloo & Zigmond, 

2008). 

  Richard & Farrell(2005)은 팀티칭 협력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따라 협력수업

을 분류하여 동등한 파트너, 지도자와 참여자, 멘토교사와 신임교사, 유창한 외

국어 구사자와 유창성이 부족한 외국어 구사자, 유창하지만 훈련받지 못한 원어

민 교사와 경험 많은 비원어민 교사 등의 방식으로 분류했다. 이와 같이 협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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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일 교수, 일 보조(one teaching, one assisting) 방식이

나 상호작용적 수업(interactive teaching)방식은 현재는 공동주도형 수업 방식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영어 협동수업에서 여전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협력수업 모형개발을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발모형(권영

란, 2002; 김정렬 외, 2008; 박은영, 2007; 배두본, 1997; 이남숙, 1998; 정길정

연준흠, 1997)을 참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협동수업 모형은 수업 중에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3의 각 단

계별 수업 활동과 각 교사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교수 활동과 학생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정길

정·연준흠(1997)의 협동수업 모형을 참고할 수 있고,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

의 활동 유형에 따라 수업 모형을 분류한 배두본(1997)의 모형도 교사 역할 분

담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도입·전개·정리단계의 과정별 활동 사항을 보

여주는 이남숙(1998)의 모형, 기존의 연구를 확대·발전시킨 권영란(2002), 박은

영(2008)의 협동수업 모형 등도 모두 효과적인 영어 협동수업을 진행하는데 많

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정렬 외(2008)의 협력수업 모형은 다

른 어떤 모형보다도 단계별 활동에 따른 역할 분담이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

로 제시되어 있어 실제 수업에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이 협동수업 

모형에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학교에서 협동수업 경험이 있는 

한국인 교사나 원어민 교사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4 이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3 전국 원어민 교사 현황은 2011년에 9,32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이후 원어민교사 

활용에 대한 투자 대비 비효율성이 대두되면서 점차 그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전국 

6,785명으로 감소되었다. 2014년 4월 현재 전국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수는 <표-3>과 

같이 서울 1,300교, 부산 620교, 대구 436교, 인천 497교, 광주 305교, 대전 293교, 울산 236교, 세

종 47교, 경기 2,250교, 강원 629교, 충북 471교, 충남 707교, 전북 755교, 전남 821교, 경북 944

교, 경남 950교, 제주 185교이다. <출처: 국립국제교육원>

  4 이 내용은 연구자가 기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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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설계

3.1. 연구 대상

 

  3.1.1. 협동수업 역할 모형 개발을 위한 설문 대상   

  본 연구를 위해 <표-1>과 같이 K도내 중학교에서 협동수업의 경험이 있는 73

명의 한국인 교사와 73명의 원어민 교사, 총 146명을 대상으로 협동수업 시 역

할분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1>  설문 대상                  (단위: 명)

구분 세부항목 한국인 교사 원어민 교사 계

성별

남 17 45 62

여 56 28 84

합계 73 73 146

  3.1.2. 개발된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 만족도 조사 설문 대상

   개발된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표-2>와 

같이 K도내에서 임의로 선정된 15개교에서 협동수업 개발모형 활용한 협동교

사 15개 팀과 개발모형 활용하지 않은 협동교사 15개 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2> 역할 분담 모형 만족도 조사 설문 대상      (단위: 명)

구 분 계

한국인 교사   15

원어민 교사   15

합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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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절차 및 방법

  3.2.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크게 기초 조사, 수업 활동 및 역할 분담 인식 조사, 수업 역할 분담 

모형 만족도 조사로 나누어 실행되었다. 먼저 기초 조사는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

룹 조사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문헌 및 선행 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조사한 

후 본격적 연구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중학교 영어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 개발 필요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

해 설문지를 개발하여 현장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초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중학교 영어 협동

수업 역할 분담 모형 개발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의견들을 수렴 한 후, 각 단계

별 필요한 활동들과 그 활동들에 대한 양교사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에 대해 현재 

도내 중학교에서 협동수업을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경험이 있는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를 상대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둘째, 수업 활동 및 역할 분담 인식 조사에서는 먼저 효과적인 중학교 협동수

업을 위해 교사들에게 필요한 활동들은 무엇이며, 그 활동들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양 교사들의 생각에는 차이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협동수업 경험이 있는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 각 73명씩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협동수업 역할분담모

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검증하기 위해 도내에서 협동수업을 실시하

고 있는 중학교 15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 결과인 개발된 역할 분담 모

형을 4주간 적용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형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

범수업을 실시한 도내 15개 중학교 협동수업 담당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

에게 협동수업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3.2.2. 연구방법  

  (1) 협동수업 담당 역할 분담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영어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 개발 및 적용  273

  효과적인 중학교 협동수업을 위해 교사들의 담당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

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80문항으로 제작하였으며, 설문 내용

은 다양한 문헌(배두본, 1997; Cook & Friend, 1995; Richard & Farrell, 

2005; Vaughen et al, 1997; Walther-Thomas et. al., 2000)과 선행 연구(권

영란, 2002; 김정렬 외, 2008; 박은영, 2007; 배두본, 1997; 이남숙, 1998; 정길

정·연준흠, 1997)을 참고하여 제작하였고 그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설문 문항  

  영 역            문항수 

인구

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 협동수업경력 4

협동수업전 

협의단계

수업 전 준비단계 협의에 관한 질문 5

수업 전 수업 진행 방식 협의에 관한 질문 4

협동수업 

지도 영역

지도 영역별 

교사들의 역할

듣기 영역 7

말하기 영역 7

읽기 영역 8

쓰기 영역 3

문법 영역 3

어휘력 영역 3

영어권 문화 영역 3

발음 영역 2

협동수업 

진행 방식 

수업 분위기 조성 및 수업 통제 5

흥미 유발 2

수업 중 과제 검토 2

피드백 4

본시 수업의 

단계별활동

도입단계 7

전개단계 5

정리단계 4

평가단계  본시 수업 평가, 차시 수업 협의 2

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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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할분담 설문지 신뢰도

  ‘협동수업 전 협의단계’에 관한 질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0.833, ‘협동수업 지도 영역 및 수업진행 방식’에 관한 질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0.963, ‘본시 수업의 단계별 활동’에 관한 질문 문항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계수 0.943, 협동수업 실시 후 ‘평가단계’에 관한 질문 문항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0.689로 모두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3) 설문지 분석결과를 통한 역할 분담 모형 개발 및 만족도 조사 

  협동수업 역할분담 모형은 설문 문항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고 김정렬 외

(2008)의 협력수업 모형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형의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서 K도내 15개 중학교에서 협동수업을 담당하고 있던 15명의 한

국인 교사와 15명의 원어민 교사들에게 시범수업을 실시한 후 모형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Chung(1998)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그 내용은 파

트너 교사와의 협조관계, 수업 전 준비를 위한 활동, 수업 진행을 위한 활동, 수

업 영역별 활동, 각 활동에 대한 파트너 교사와의 역할 분담, 학생들의 협동수업

에 대한 반응, 협동수업 방식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0.931로 나타났다. 

  3.2.3. 분석 도구

  효과적인 협동수업을 위한 역할 분담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분석은 빈도분석

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설문 문항 분석을 근거로 개발한 모형은 김정렬 외(2008)

의 협력수업 모형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형의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의 만족도 분석은 T-검증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개발 모형을 사용한 교사

들의 만족도 분석은 빈도 분석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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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4.1. 협동수업 역할 분담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효과적인 협동수업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에 대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

들의 인식을 수업 전 협의단계, 수업 중 실행단계, 수업 후 평가단계로 나누어서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4.1.1. 수업 전 협의단계

   수업 준비에 관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역할 분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표-4>와 같다.                

                   

                <표-4> 수업 전 협의 단계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협의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1주 단위 수업계획서 작성 4(2) 62(43) 80(55)

2) 수업 주제와 내용, 난이도, 적절성 검토 및 보완  20(14) 31(21) 94(65)

3) 학생 흥미, 수준 등을 고려한 자료 준비 6(4) 69(47) 71(49)

4) 수업 중 역할 분담 논의 1(1) 11(8) 134(91)

5) 수업진행 방식(강의식/토의식/그룹활동 등) 논의 2(1) 27(19) 117(80)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수업 전 준비단계에서 ‘주당 수업계획서 작성’, 

‘수업 주제와 내용, 난이도, 적절성 검토 및 보완’, ‘수업 중 역할 분담 논의’, ‘수

업진행 방식(강의식/토의식/그룹활동 등) 논의’ 등 대부분을 한국인 교사와 원어

민 교사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수업 중 

역할 분담’ (91%)이나 ‘수업진행방식에 대한 논의’(80%)는 공동으로 해야 한다

는 인식을 높게 하고 있는 반면 ‘학생 흥미, 수준 등을 고려한 자료 준비’는 원어

민교사 (47%)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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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수업 중 실행단계

  수업 중 실행단계는 (1) 도입단계 (2) 전개단계 (3) 정리단계 (4) 수업지도단계 

그리고 8개 영역 활동 역할 분담 순으로 분석 결과를 기술하게 될 것이다.  

  (1) 도입단계

    ① 인사 및 출결 확인 

  도입단계에서 인사 및 출결 확인 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해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아래 <표-5>과 같이 응답했다. 

                   <표-5> 인사 및 출결 확인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인사말이나 small talk 등을 통한 도입 7(5) 75(51) 64(44)

2) 출석 확인 작업 98(67) 8(6) 40(27)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인사말이나 Small Talk 등을 통한 도입’단계

는 주로 원어민 교사(51%)나 공동(44%)으로 맡고, ‘출석 확인’은 한국인 교사

(67%)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전시복습(Review of Previous Class) 

  도입단계에서 ‘전시학습 이해 및 점검’ 활동들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한 교사

들의 생각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전시복습 활동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전시학습 이해 및 점검 18(12) 49(34) 79(54)

2) 모르는 학생을 위한 보충 설명 80(55) 9(6) 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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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전시학습 이해 및 점검’은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공동(54%)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모르는 학생을 위한 보충 설명’은 원어

민보다는 주로 한국인 교사(55%)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동기유발 

  도입단계에서 동기유발 활동들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은  

<표-7>과 같다.

                   <표-7> 동기유발 활동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

인
원어민 공동

1) 자료 및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기유발 5(4) 53(36) 88(60)

2) 다양한 질문 등을 통한 동기유발 4(3) 57(38) 85(59)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도입단계에서 ‘자료 및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기유

발’ 이나 ‘다양한 질문 등을 통한 동기유발’ 역할은 한국인 교사보다는 원어민교

사가, 혹은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본시 학습목표 제시     

  도입단계에서 본시 학습목표 제시의 역할 분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표

-8>과 같다.

                <표-8> 본시 학습목표 제시 활동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학습목표 제시 24(16) 38(26) 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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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단계에서 ‘학습목표 제시’ 역할은 58%가 공동으로, 26%은 원어민이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효

율적인 협동수업을 위해서 ‘학습목표 제시’는 주로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전개단계

  전개 단계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표-9>와 같다.

                 <표-9> 전개단계 활동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새로운 단어 및 표현 등의 설명 14(10) 38(26) 94(64)

2) PPT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활동설명 및 샘
플 보여주기

3(2) 75(51) 68(47)

3) 이해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설명 82(56) 3(2) 61(42)

4) 개별 활동 및 모둠 활동 2(1) 35(24) 109(75)

5) 학생 활동 참여 및 이해도 점검 18(12) 16(11) 112(77)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수업의 전개 

단계에서 ‘새로운 단어 및 표현 등의 설명’(64%), ‘개별 활동 및 모둠 활

동’(75%), ‘학생 활동 참여 및 이해도 점검’(77%)은 공동으로 하고, ‘PPT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활동 설명 및 샘플 보여주기’는 원어민 교사(51%)가, ‘이해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설명’은 한국인 교사(56%)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리단계

  수업진행 정리단계에서 필요한 활동들에 대한 역할 분담에 관한 교사들의 생

각은 아래 <표-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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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내용 소개 및 핵심 소개  26(18) 52(35) 68(47)

2) 듣기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및 관련 질문 12(8) 74(52) 60(41)

3) 유사 표현 제시 및 듣기 관련 게임 진행 5(3) 79(54) 62(43)

4) 말하기와 연계 등 듣기전략 지도 33(23) 42(29) 71(48)

5) 맥락적 의사소통 상황 제시 14(10) 73(50) 59(40)

6) 학생 이해 부족시 도움 68(47) 9(6) 69(47)

7) 반복하여 들려주기 20(14) 65(45) 61(41)

                 <표-10> 정리단계 활동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형성 평가 28(19) 30(21) 88(60)

2) 본시 학습 정리 26(18) 51(35) 69(47)

3) 과제 부여 51(35) 23(16) 72(49)

4) 차시 예고 28(19) 46(32) 72(49)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형성평

가’(60%), ‘본시학습 정리’ (47%), ‘과제부여’ (49%) ‘차시예고’ (49%)와 같은 정

리단계의 모든 활동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수업지도 영역 활동 역할 분담 

   ① 듣기 영역

  효과적인 협동수업을 위해 수업 지도 영역 중 듣기 영역에서 활동들에 대한 역

할 분담에 관한 교사들의 생각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듣기 영역 활동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280 김  옥  증 · 조  미  원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듣기 영역에서 

상기한 제반 활동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내용소개 및 핵심소개’(47%), ‘말하기

와 연계 등 듣기 전략 지도’(48%)는 주로 공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듣기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및 관련 질

문’(52%), ‘유사표현 제시 및 듣기 관련 게임 진행’(54%), ‘맥락적 의사소통 상황 

제시(사진, 뉴스, 영화, 인터넷 등 활용)’(50%), ‘유사표현 및 주요부분 반복 들려

주기’(45%) 역할은 주로 원어민 교사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했다. 반면 ‘학생 이해 부족 시 도움’(47%)은 한국인 교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말하기 영역

  말하기 영역에서 필요한 활동들에 관한 교사들의 역할 분담에 대한 생각은 아

래 <표-12>과 같다. 

                <표-12> 말하기 영역 활동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내용 및 핵심소개 23(16) 57(39) 66(45)

2) 기타 보조자료 준비 6(4) 82(56) 58(40)

3) 학생들과 대화 연습 유도 및 주요 대화 제시

하기
1(1) 67(46) 78(53)

4) 초보단계 학습자 개별 지도 63(43) 21(14) 62(43)

5) 학생들 대화 파트너 역할 16(11) 51(35) 79(54)

6) 개별 발음 교정 및 말하기 게임 진행 0(0) 84(58) 62(42)

7) 의사소통 확장 적용(팝송, 드라마 등) 6(4) 75(51) 65(4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내용 및 핵심소개’(45%), ‘학생들

과 대화 연습 유도 및 주요 대화 제시하기’(53%), ‘학생들의 대화 파트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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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유의어, 반대어 및 쉬운 예문 제시 31(21) 54(37) 61(43)

2) 내용이해 질문 33(23) 32(22) 81(56)

3) 본문 읽기 37(26) 57(39) 52(35)

4) 쉬운 표현으로 환언하기 30(21) 51(35) 63(44)

5) 문장 내용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읽기지도 63(43) 28(19) 55(38)

6) 문법 활용 부연 설명 79(54) 21(14) 46(32)

7) 이해가 부족한 학생을 도와주기 96(66) 15(10) 35(24)

8) 읽기 관련 게임 진행 27(19) 45(31) 73(50)

할’(54%)은 주로 공동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보조자료 준비’(56%), ‘개별 발음 교정 및 말하기 게임 진행’(58%), ‘의사

소통 확장 적용(팝송, 드라마 등)’(51%)의 활동은 주로 원어민 교사가 주체가 되

고, ‘초보단계 학습자 개별 지도’(43%)는 원어민 교사보다는 한국인 교사가 주체

가 되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읽기 영역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읽기 영역에 필요한 활동들에 대한 역할 분담

에 대 아래 <표-13>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표-13> 읽기 영역 활동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역할 분담에서는 ‘유의어, 반대어 및 쉬운 예문 제

시’(43%), ‘내용이해에 관한 질문’(56%), ‘어려운 어휘나 문장을 쉬운 문장으로 

paraphrasing’(44%), ‘읽기 관련 게임 진행’(50%)에 관한 활동들은 한국인 교사

와 원어민 교사가 공동이 실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

고 ‘본문 읽기’(39%)는 원어민 교사가, ‘문장 내용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읽기 

지도’(43%), ‘문법 활용 부연 설명’(54%), ‘독해 및 이해 못하는 학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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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활동은 주로 한국인이 중심이 되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쓰기 영역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쓰기 영역에서 필요한 활동들에 대한 역할 분

담에 대해 아래 <표-14>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4> 쓰기 영역 활동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주제 선정 및 가이드라인 제공 32(22) 31(21) 83(57)

2) 다양한 쓰기 지도 및 첨삭 15(10) 56(38) 75(52)

3) 쓰기 게임 진행(단어쓰기 및 문장 맞추기 게임 등) 15(10) 49(34) 82(55)

  이런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쓰기 영역에서 상

기 제반 활동의 주체는 모두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공동이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쓰기 지도 및 첨

삭’(38%)과 ‘쓰기 게임 진행’(34%)은 한국인 교사보다는 원어민 교사가 맡는 것

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⑤ 문법 영역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문법 영역에서 필요한 활동들에 대한 역할 분

담에 대한 인식을 아래 <표-15>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5> 문법 영역 활동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교과서 중심 문법 지도 85(58) 12(9) 48(33)

2) 문법 내용에 대한 이해 점검 73(50) 13(9) 60(41)

3) 어려운 문법 이해를 위한 게임 활용 36(25) 43(30) 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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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를 통해서, 문법 영역 교육에서 대부분의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

들은 ‘교과서 중심 문법지도’(58%)와 ‘문법내용에 대한 이해 점검’(50%)에 대해

서는 주로 한국인 교사가, ‘어려운 문법이해를 위한 게임 활용’(45%) 구안에 관

해서는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공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⑥ 어휘력 영역

  어휘력 영역에서의 활동들에 필요성에 대해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아래 <표-16>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표-16> 어휘력 영역 활동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다양한 유의어, 동의어, 어휘 배경 등의 설명 34(23) 44(30) 68(47)

2) 어휘력 향상을 위한 게임 진행 13(9) 55(38) 77(53)

3)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설명하기 74(51) 7(5) 65(44)

 이런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어휘력 영역에서 

‘다양한 유의어, 동의어, 어휘 배경 등의 설명’(47%)이나 ‘어휘력 향상을 위한 게

임 진행’(53%) 등은 주로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해가 어려운 단어 설명’(51%)은 

원어민 교사 보다는 한국인 교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⑦ 영어 문화권 영역    

  영어권 문화 교육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의 역할 분담에 대한 교

사들의 생각은 아래 <표-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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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7> 영어권 문화 영역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다양한 시각 자료 및 게임 활용 2(1) 101(69) 43(30)

2) 학생 수준 및 관심도 파악 15(10) 42(29) 89(61)

3) 보충 설명 61(42) 23(16) 62(42)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다양한 시각

자료 교육에 및 게임 활용’(69%)은 주로 원어민 교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생 수준 및 관심도 파악’(61%)은 공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리고 ‘보충설명’(42%)은 한국인 교사나 원어민 교사가 같이 하기를 바라고 있다.

  ⑧ 발음 영역

  발음 영역에 필요한 활동들에 대한 역할 분담에 관해 교사들은 <표-18>과 같

이 인식하고 있었다.

                   <표-18> 발음 영역 활동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자연스럽고 정확한 발음 연습 0(0) 114(78) 32(22)

2) 학생들의 이해도 파악 11(8) 42(29) 92(63)

 이런 결과를 통해서, 대부분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는 발음 영역에서 ‘자

연스럽고 정확한 발음 연습’(78%)은 원어민 교사가 주도해서 하고, ‘학생들의 이

해도 파악’(63%)은 공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영어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 개발 및 적용  285

 역할
 영역

원어민 교사 역할 한국인 교사 역할

주도

원
어
민

한
국
인

공
동

수업 

준비에 

관한 협의 

1주 단위 수업계획서 작성  ○

수업 주제와 내용, 난이도, 적절성 검토 및 보완 ○

학생 흥미, 수준 등을 고려

한 자료 준비
○

수업 중 역할 분담 논의 ○

  4.1.3. 수업 후 평가 단계

  협동수업 진행 후 평가단계에서 필요한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표

-19>과 같다.

                       <표-19> 평가단계 활동 역할 분담      (단위: 응답수 / %)

활동 내용
역할 분담

한국인 원어민 공동

1) 본시 수업 평가 11(7) 8(5) 127(88)

2) 차시 수업 협의 2(1) 9(6) 135(93)

이러한 결과로서, 대부분의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은 평가단계의 ‘본시

수업 평가’(88%)와 ‘차시수업 협의’(93%)는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4.2.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 개발 

  역할 분담 모형5은 수업 전 협의단계, 수업 중 실행단계, 수업 후 평가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게 될 것이다.   

  4.2.1. 수업 전 협의단계 역할 분담 모형

     5 원어민 교사용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은 영어로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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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행 방식(강의식/ 토의식/ 그룹 활동 등) 논의 ○

수업 

활동에 

관한 협의

         수업 중 학생 통제 ○

학생들에게 수업 준비 지시 ○

학생 특성 및 수준 파악 ○

그룹 구성 ○

전체 수업 컨트롤 ○

수업 중 다양한 자료나 small 
talk 등으로 흥미유발

○

수업 중 즉각적 피드백 ○

이해도 점검을 위한 Q & A ○

뒤처지는 학생 보충 설명 ○

  팀별/전체 피드백 ○

과제 부여 ○

 과제 검사 및 comments ○

역할

영역
원어민 교사 역할 한국인 교사 역할

책임

원
어
민

한
국
인

공
동

도입  

단계

인사 
및 

출결 
확인

인사말이나 small talk 

등을 통한 도입
○

출석 확인 작업 ○

전시 
복습

전시 학습 이해 및 점검 ○

이해가 부족한 학생을 

위한 보충 설명
○

동기 
유발

자료 및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기 유발
○

다양한 질문 등을 통한 

동기 유발
○

본시 
학습

학습목표 제시 ○

4.2.2. 수업 중 실행단계 역할 분담 모형

  수업 중 실행단계 역할 분담 모형은 (1)본시 수업의 단계별 활동 모형과 (2)수

업 지도 영역별 활동 모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게 될 것이다.  

  (1) 본시 수업의 단계별 활동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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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제시

전개

단계

활동

 새로운 단어 및 표현 

등의 설명
○

PPT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활동 설명 및 

샘플 보여주기

○

이해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설명
○

개별 활동 및 모둠 활동 ○

학생 활동 참여 및 이해도 점검 ○

  

정리  

단계

활동

형성 평가 ○

본시 학습 정리 ○

 과제 부여 ○

차시 예고 ○

역할

영역
원어민 교사 역할 한국인 교사 역할

책임

원
어
민

한
국
인

공
동

수

업

지

도 

영

역

듣기

내용 소개, 핵심 소개 ○

듣기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파악 및 질문
○

유사 표현 제시 및 듣기 

관련 게임 진행
○

   말하기와 연계 등 듣기전략 지도 ○

맥락적 의사소통 상황 

제시(사진, 뉴스, 영화, 

인터넷 등의 활용)

○

학생 이해 부족 시 도움 ○

유사표현 및 주요부분 

반복 들려 주기
○

말하

기

  내용 및 핵심 소개 ○

기타 보조자료 준비 ○

학생들과 대화 연습 유도 

및 주요 대화 제시하기
○

초보단계 학습자 

개별지도
○

  (2) 수업 지도 영역별 활동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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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영역
원어민 교사 역할 한국인 교사 역할

책임

원
어
민

한
국
인

공
동

  학생들 대화 파트너 역할 ○

개별 발음 교정 및 말하기 

게임 진행
○

의사소통 확장 적용

(팝송, 드라마 등)
○

읽기

유의어, 반대어 및 쉬운 

예문 제시
○

  내용이해 질문 ○

본문 읽기 ○

쉬운 표현으로 환언하기 ○

문장 내용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읽기 지도
○

문법 활용 부연 설명 ○

독해 및 이해 못하는 

학생 도움
○

  읽기 관련 게임 진행 ○

쓰기

  주제 선정 및 가이드라인 제공 ○

다양한 쓰기 지도 및 첨삭 ○

쓰기 게임 진행 ○

문법

교과서 중심 문법 지도 ○

문법내용에 대한 이해 

점검
○

어려운 문법 이해를 위한 게임 활용 구안 ○

어휘

력

다양한 유의어, 동의어, 

어휘 배경 등 설명
○

어휘력 향상을 위한 게임 

진행
○

이해 어려운 단어설명 ○

영어 

문화

권

다양한 시각 자료 및 게임 

활용
○

   학생 수준 및 관심도 파악 ○

 보충 설명 ○

발음
자연스럽고 정확한 발음 

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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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영역
원어민 교사 역할 한국인 교사 역할

책임

원
어
민

한
국
인

공
동

학생들의 이해도 파악 ○

 역할 영역 원어민 교사 역할 한국인 교사 역할

주도

원
어
민

한
국
인

공
동

수업 후 역할
본시수업 평가 ○

차시수업 협의 ○

  4.2.3. 수업 후 평가단계 역할 분담 모형

 

4.3.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 만족도 조사 결과 

  개발된 협동 수업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4주간에 걸친 협동수업을 실시한 후, 

먼저 협동수업 모형을 활용한 협동교사 15팀과 협동수업 모형을 활용하지 않은 

협동교사 15팀의 수업 만족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한국인 영어교사들의 

협동수업 만족도 차이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20>

과 같다.  

<표-20> 한국인 영어교사들의 협동수업 만족도 차이

문항 집단
사
례
수

평균
표준
편차

t값 df
유의
확률

협조관계
실험 집단 15 4.63 .619

-2.183 29 .037
비교 집단 15 4.07 .799

수업전
 활동

실험 집단 15 4.56 .512
-4.419 29 .000

비교 집단 15 3.40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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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집단
사
례
수

평균
표준
편차

t값 df
유의
확률

수업진행중
 활동

실험 집단 15 4.50 .516
-3.903 29 .001

비교 집단 15 3.47 .915

지도 영역별
 활동

실험 집단 15 4.56 .512
-4.441 29 .000

비교 집단 15 3.47 .834

역할 분담
실험 집단 15 4.44 .629

-3.422 29 .002
비교 집단 15 3.53 .834

학생 반응
실험 집단 15 4.31 .704

-2.666 29 .012
비교 집단 15 3.53 .915

협동수업 
방식

실험 집단 15 4.63 .500
-3.491 29 .002

비교 집단 15 3.60 1.056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발한 협동수업 모형을 사용한 한국인 영어교사는 협동

수업 모형을 사용하지 않은 한국인 영어교사보다 모든 문항에서 수업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업 전 활동과 지도영역별 활동에 있어 실험집

단이 비교집단보다 만족도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다음 <표-21>은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협동수업 만족도 차이를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표-21>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협동수업 만족도 차이

문항 집단
사
례
수

평균
표준
편차

t값 df 유의확률

협조
관계

실험집단 15 4.53 .743
-3.293 29 .003

비교집단 15 3.36 1.151

수업전
 활동

실험집단 15 4.40 .986
-2.816 29 .009

비교집단 15 3.3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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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분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파트너 교사와의 협조 관계 - - 3(10) 7(23) 20(67)

2) 수업 전 준비를 위한 각종 
활동

- 1(3) 2(7) 9(30) 18(60)

3)수업 진행을 위한 각종 활동 - - 1(3) 10(33) 19(64)

4) 지도 영역별 각종 활동 - - 1(3) 12(40) 17(57)

5) 파트너 교사와의 역할 분담 - - 2(7) 12(40) 16(53)

문항 집단
사
례
수

평균
표준
편차

t값 df 유의확률

수업
진행중
 활동

실험집단 15 4.67 .617
-4.668 29 .000

비교집단 15 3.57 .646

지도
영역
 활동

실험집단 15 4.53 .640
-2.742 29 .013

비교집단 15 3.57 .1158

역할 
분담

실험집단 15 4.53 .640
-2.606 29 .015

비교집단 15 3.79 .893

학생 
반응

실험집단 15 4.40 .828
-2.321 29 .028

비교집단 15 3.64 .928

협동
수업 
방식

실험집단 15 4.43 1.175
-2.087 29 .047

비교집단 15 3.43 1.158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발된 협동수업 모형을 사용한 원어민 영어교사들도 협

동수업 모형을 사용하지 않은 원어민 영어교사들보다 모든 문항에서 수업 만족

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업진행 중 활동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만족도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다음 <표-22>는 개발된 협동수업 모형을 사용한 원어민 교사 15명과 한국인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표-22>  협동수업 역할분담 모형 만족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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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분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6) 학생들 반응 - - 5(17) 10(33) 15(50)

7) 현 진행 중 협동수업 방식 1(3) - 2(7) 8(26) 19(64)

  위 결과에 의하면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을 사용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

사는 개발된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에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파트너 교사와

의 협조 관계’(67%), ‘수업 전 준비를 위한 각종 활동수업 진행을 위한 각종 활

동’(64%), ‘현 진행 중 협동수업 방식’(64%) 등 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에 근무하는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에게 영어 

협동수업을 위한 수업 진행 단계별 역할 분담 모형을 제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협

동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많은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들

의 협동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한국

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부족하고, 사전 협의를 하더라도 

역할 분담에 대한 명쾌한 지침서의 부재로 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투자 대비 원어민 교사 활용이 충분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원어민 교사 활용 수업은 외형상으로는 협동수업이나 실제적으로는 원어

민 교사가 수업을 전적으로 혼자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한국적 교

육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수법이 미흡한 원어민 교사들이 수업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영어 흥미와 관심을 떨어

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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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협동수업이 이루질 

수 있도록 협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146명의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의

견을 충분히 반영한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형

의 만족도를 모형을 이용하여 협동수업을 진행한 3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을 통하여 검증과정을 거쳤다. 그러므로 수업 전 협의단계, 수업 중 실행단계, 수

업 후 평가단계로 나누어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역할 분담 

모형은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어 협동수업의 효과 제고에 매우 적절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을 미래에 있을 원어민교사 활용 사업에 대

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와의 합동 연수 프로그램

에 활용하거나 협동수업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등에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이 모형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조사, 즉 학

생들의 수업 만족도와 효율성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이다. 뿐 만 아니라 시범 

적용한 교사들의 만족도 평가를 단순 집단 간 평균의 통계적 유의미성으로만 조

사하였는데 향후 지속적 연구를 통해 이 모형에 대한 문제점과 장 · 단점에 대한 

질적 조사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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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7:   Let’s Go to the Movies Language Skills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Grade 3 Classroom
English 

Classroom

School Hail   Middle School Korean Teacher (KT) Bae Jong Nam

Materials
Computer/PowerPoint,   
whiteboard & markers, 

textbook

Guest English Teacher 
(NT)

Yllka Dugolli

Textbook
Middle   School English 3 

(2009).
Duration of Class Period 45minutes

Date October 8th, 2015 Key Expressions

A: Can I get 
two tickets for 
Toy Story?

B: For which 
showing?

A: For 3:30.

B: OK. Here you 
are. / I’m 
afraid we’re 
sold out for that 
time.

A: Are there 
any other 
games?

B: We can play 
a card game.

Objective
s

· Students will be able to 
ask and answer questions 
when they go to the 
movies.

· Students will be able to 
learn and practice the key 
expressions and key terms.

· Students will be able to 
make requests and 
suggestions.

Key Terms

Ÿ Take a look, 
contain, 
essential, 
remove, 
innocent, 
adventure, 
pursue, 
heaven,     
by mistake, 
historical, 
scale,  
martial art,   
be proud of.

【협동수업 개발 모형을 활용한 수업지도안 예시】
Lesson Plan for Grade 3 - Unit7 Listening, Speaking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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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Roles   of GET Roles   of KT Responsibility

Introducti
on:

Review   
and 

Introducti
on of 
Content 
and 

Language

Time: 3 
minutes. 

Greet   students

· Hello! Good morning! How 
is everyone 
today?

· Students: Hello, Teacher! 

           Tired. Great. 
So-so. Bad.

· You’re tired?

 Why? You’re great?? 
Awesome. 

Review of previous lesson:

· Does everyone remember 
what we did last time? 

· Review key expressions 
and try to elicit answers 
from students

· Review the uses of the 
expressions 

Greet students

· Hello students!

· Hello teacher!

· How are you?

· Good. So-so. Happy. 
Attendance

· Is anyone missing 
today? 

· Students: No one is 
missing.

GET KT

Joint

O

Presentati
on:

Introducti
on of   
Content 
and 

Language

Describe 
activities 
that will 
introduce 
students  

Present the new key 
expressions and key terms 
for lesson 7:

· Open PowerPoint and 
discuss the new material.

· Introduce key expressions 
and have students repeat 
them back, making sure 
students use the correct 
pronunciation and 
intonation (familiarize the 
students with the 
vocabulary).

Present the new key 
expressions and key 
terms for   lesson 7:

· Check for            
          understanding.

· Translate words or 
phrases that students 
still may not 
understand, use 
multiple exampl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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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new 
language, 

or 
activities 
that will 
refresh 
the 

language 
for 

review.

Time: 15 
minutes

· Explain to students how to 
request tickets for a movie 
and then give multiple 
examples.

· Check forunderstanding. 

· Elicit sentences using the 
key expressions from 
students using PowerPoint 
slides and  pictures.

· Go through   Listen and 
Talk 1&2 in the Textbook.

· Have students repeat the 
elicited sentences for 
familiarity and 
pronunciation practice.

Works Cited

Bae, Doo-Bon. Elementary School English Education. Seoul: Hangukmunhaksa, 1997. Print. 
[배두본. 초등학교 영어교육. 서울: 한국문학사, 1997.]

Bauwens, J. & J. J. Hourcade. “Making Co-teaching a Main Streaming Strategy.” Preventing 
School Failure, 35.4 (1991): 19-24. Print. 

Bauwens, J., J. J. Hourcade, & M. Friend. “Cooperative Teaching: A Model for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Integration.”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10.2 (1989): 17-22. 
Print.  

Chung, I. Effects of structure on efficacy of public relations problem solving proces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homa. Norman, OK, U.S. 1998.

Cook, L. & M. Friend, “Co-teaching: Guidelines for Creating Effective Practices.”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28 (1995): 1-16. Print. 

Friend, M. & L. Cook. “The New Mainstreaming: How it Really Works.” Instructors, 101.7  
(1992): 30-36. Print. 

Friend, M. & M. Reising. “Co-teaching: An Overview of the Past, a Glimpse at the Present, 
and Considerations for the Future.” Preventing School Failure, 37.4 (1993):6-11. Print.

Jo, Myung-won & Lee, Heung-su, Engish Education Dictionary, Seoulhanshinmunwhasa,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영어 협동수업 역할 분담 모형 개발 및 적용  297

1991.
[조명원ㆍ이흥수. 영어교육사전 , 서울한신문화사, 1991.]   

Jung, Gil-Jung & Joon-Heum Yun.Theory of leadership in regards to the co-teaching dynamic. 
Seoul: Hansinmunwhasa, 1997. Print. 
[정길정 · 연준흠. 협동수업 지도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7.]

Kim, Jung-Ryul, Nak-Won Kwon, Oom Im, Byung-Chul Lee, Chang-Geun Im, Wi-Jung Han,  
Tae-Hyuk Moon, & Jae-Young Lee.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and the development of a co-teaching model, Final Repor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Policy Research, 2008. Print. 
[김정렬 · 권낙원 · 임움 · 이병천 · 임창근 · 한의정 · 문태혁 · 이제영(2008). 원어

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사업의 성과 분석 및 협력수업모형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Kloo & Zigmond. “Coteaching Revisited: Redrawing the Blueprint.” Preventing School Failure, 

52.2 (2008):12-20. Print. 
Kwon, Young-Ran. Co-teaching Model for Native English Teachers, Ko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2.
[권영란.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수업 모형연구 ,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Lee, Dan-Oh.A study of the co-teaching dynamic between Korean English Teachers and Native 

English Teacher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12. 
[이단오. 영어 협동수업에 대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인식 연구 , 전남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Lee, Nam-Sook.Efficient use of Native English Teachers through the co-teaching dynamic,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1998. 
[이남숙. 협동수업을 통한 원어민 보조교사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 한국교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1998.]
Moon, Sung-Jin. A study of native English teachers and Korean English teachers during 

team-teaching, Chang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11.
[문성진. 팀티칭에 관한 원어민 영어교사와 한국인 영어교사의 인식 연구 , 창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Na, Ji-Eun. The Qualitative Study on the Change of Classes between Korean and Native 

English Teachers through Collaborative Strateg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11. 
[나지은. 협력전략을 통한 한국인교사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수업 변화에  관



298 김  옥  증 · 조  미  원

한 질적 연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ark, Eun-Young.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teaching with a Native English Teach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7.
[박은영. 원어민영어교사협동수업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 연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Richards, J. C. & T. S. C. Farrell.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Language Teachers Strategies 

for Teacher Learning. Trans.  Youngjoo Bang. Seoul: Hangukmunwhasa, 2005. Print. 
[리차즈 J.C. & 파렐 T.S.C.외국어 교사 교육의 이론 및 실제. 방영주역. 서울: 한
국문화사, 2005.]

Seoul Education office. The current situation of native teachers’ arrangement, practical use, and 
management. Seoul: Hyundai MoonHwa-Sa.. 2006.
[서울시 교육청(2006). 원어민 교사 배치, 활용, 관리 업무의 실체. 서울: 현대문

화사. 2006.]
Vaughn, S., J. S. Schumm, & M. E. Arguelles. “The ABCDEs of Coteaching.”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30 (1997): 4-10. Print. 
Walther-Thomas, C., L. Korinek, V. McLaughlin, & B. Williams. Collaboration for Inclusive 

Education: Developing Successful Program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2000. 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