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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는 영어 교실
고민의 시작
진로교육은 직업인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주어진 꿈 중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을 한두 개 골라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성찰하고 자신이 살아가게 될 사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실 속에서
사회의 쟁점이 되는 여러 이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영어
교실에서도 교과서 내 또는 타 교과, 사회 여러 부분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명확히 밝히고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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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스케치
배움
열기

토론에 다가서기
토론에 쓰이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다양한 토론
주제 탐구

토론
준비
활동

토론이란 무엇인가?
- 토론의 요소, 효과적인 토론 방법, 토론의 형식, 좋은 토론의 예시 등을 배움.
찬성 및 반박, 근거 제시, 실험이나 자료 인용,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때 쓰는
표현 연습해 보기
교과서, 시사 이슈 등에서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내용 찾기
영자 뉴스나 신문, 논문 등을 참고하며 주제 관련 표현 및 어휘뿐 아니라 아이디어,
다양한 관점 익히기
학생들이 뽑아 온 주제들을 하나씩 함께 검토하며 토론에 가장 적합한 주제를 10개
선정(주제 예시: 동물 실험, FTA 체결, 과장 광고 허용, 부자 증세, 의료보험 민영화 등)
하고 그 중 한 개를 고름.

토론 준비
(사전 조사)

찬반 양쪽 입장에서 주장을 정리하고 이를 지지할 세 가지 근거를 찾기
가능하면 권위 있는 출처에서 실제 실험이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
상대 팀 입장을 반박할 논리적 근거를 마련 – 자료 수집 및 의견 정리
한 주제에 관해 찬성 측과 반대 측 주장을 모두 준비함.

토론 진행

토론 활동 직전에 제비뽑기를 통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을 결정함.
각 팀 당 3개의 뒷받침 주장(argument)과 3개의 반박 주장(rebuttal)을 말해야 함.

토론
활동
토론 진행 순서

배움
정리

평가

찬성측

반대측

찬성 측 opening, 찬성 측 argument1

반대 측 opening, 반대 측 rebuttal,
반대 측 argument1

찬성 측 rebuttal, 찬성 측 argument2

반대 측 rebuttal, 반대 측 argument2,

찬성 측 rebuttal, 찬성 측 argument3

반대 측 rebuttal, 반대 측 argument3

찬성 측 rebuttal, 찬성 측 closing

반대 측 closing

동료 평가: 각 주장과 반박의 설득력과 논리성의 정도를 평가지에 체크함.

수업의 결과와 의의

학생 활동 예시

부자 증세로 빈곤층을 지원해 주어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상대팀 주장에 대해, 000 학생은
세금인상으로 모아진 돈이 빈부격차 해소에 쓰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며, 빈곤층 돕기는 자발적이고 도덕적인 동기에서 나오게 해야지 강제적인
세금 징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과도한 규제일 수 있음을 근거로 들어,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입장을
펼쳤음.

토론 활동 의의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기사나 글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다독이 이루어지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서 어휘력, 표현력
또한 개선되었음.
또한 단순히 상대팀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말싸움이 아닌 분명한 근거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진지한 의사소통 방식을 배움.
한 주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자유롭게 취해서 그룹 토론으로 진행하거나, 한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각각의 입장에서 주장과 반박을 준비하며 다각적인 방식에서 현상을 보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음.

토론 활동은 국어과뿐 아니라 사회과, 예술과, 과학과 등 다양한
교과에서 비판적 사고능력 및 협의에 의한 합리적인 문제해결력을
기르기에 유용한 활동이다. Content Based Learning(내용 기반
학습)으로서 경제, 문화, 역사, 언어, 심리학,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과목에서 배운 내용에서 학생들이 직접 토론의 주제를 추려 볼 수 있다.
선택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세운
운 후,
논리적 근거를 찾아 이를 설득력 있게 영어로 말하고, 타인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들으며 합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동의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장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능력 및 합리적 의사소통
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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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1 주장과 반박 연습
$UJXPHQWVDQG5HEXWWDOV
Work together and find the main point
Next, find the flaw in the argument (what is wrong with it)
Write how you can attack the argument

$UJXPHQW
Pizza is the best food because it is my favorite.
1. Main Argument:
2. Flaw:
3. How you can attack the argument:

$UJXPHQW
Students should be required to wear uniforms. At my school, everyone loves to wear uniforms, so
everyone must love them and want to wear them.
1. Main Argument
2. Flaw:
3. How you can attack the argument:

$UJXPHQW
People who work at McDonalds are rude. My grandmother ate there yesterday and the employee
was so rude to her.
1. Main Argument
2. Flaw:
3. How you can attack the argument:

Worksheet #2 타교과 연계 토론 주제
3RVVLEOH'HEDWH7RSLFV
Two teams per class can choose one topic. They will prepare for both pros and cons and will randomly
choose their side on the day of the debate.

1.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duct free trade policies.

2. Animal testing should be restricted.

3. Companies should be permitted to make misleading claims about products in advertisements.

4. Pensions and monthly income for senior citizens should be increased to reduce elderly poverty
in Korea.

5. Immigrants should be required to adapt their new country’s culture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6. The wealthy should be taxed more to help the disadvantaged.

7. Students should be required to study abroad in order to graduate from college.

8.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nd autonomous high schools should be eliminated to equalize
access to elite universities.

9. Wealthy (developed) nations should provide more foreign aid to developing economies.

10.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low hospitals to set up for-profit subsi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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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3 토론 준비
$FWXDO'HEDWH
Now, It’s time to debate. Use the flow chart below to help you organize the debate.
The intruductory expressions have been provided to help you. Put your arguments in logical order and make
clear rebuttals to the opposing team’s arguments.

Agree Opening Statement

Disagree Opening Statement

It is our team’s belief that

We feel that
should not be required.
Rebutttal 1

Agree Argument 1

Your assertion that
is flawed because

Our first argument is
Disagree Argument 1

We primarily oppose this topic because

Rebuttal 1
You are mistaken. Let us point out that

Rebutttal 2
Our opponent’s reasoning is unsound since

Agree Argument 2
Second, consider that
Disagree Argument 2
Our next point is
Rebuttal 2
Even though

Rebutttal 3
Your third afgument overlooks the fact that

We must point out that

Agree Argument 3
As for out final point

Disagree Argument 3
The last argument we will make is

Agree Closing Statement
Ultimately, we hold the notion that

Disagree Closing Statement
There is no doubt that

Worksheet #4 동료평가지
3HHU5HYLHZ
Reviewer’s Name : ___________________

Student # : ___________________

Debate Topic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UR

&RQ
Persuasiveness

Persuasiveness

Argument 1

1

2

3

4

5

Rebuttal 1

1

2

3

4

5

Rebuttal 1

1

2

3

4

5

Argument 1

1

2

3

4

5

Argument 2

1

2

3

4

5

Rebuttal 2

1

2

3

4

5

Rebuttal 2

1

2

3

4

5

Argument 2

1

2

3

4

5

Argument 1

1

2

3

4

5

Rebuttal 3

1

2

3

4

5

Rebuttal 3

1

2

3

4

5

Argument 3

1

2

3

4

5

Total

Total

TALK

2019 꿈꾸는 교실 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