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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personal anecdotes while their male counterparts did not. Meanwhile, hyperb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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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웃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Holmes, 2007). 이러한 능력은 ‘유머가 있다’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좋은 유머 감각을 지닌 교사나 학습자는 교실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다(Baxter, 2002). 그러나 유머는 교사들에게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자신의 성향이나 교수 학습 방식과는 상관없이 실없는 농담을 던지거나
억지로 재미있고 웃긴 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유머가
대화 맥락과는 관련성이 없는 농담(canned joke) 혹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과장하는 인위적인 발화라는 편견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많은 교사들은
유머를 사용함으로써 교사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Schmitz, 2002). 또한, 학습자의 유머는 수업의 흐름을 끊고
학습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드는 과업 일탈 행동(off-task behavior)로 여겨지기도
한다(Bushnell, 2008; Waring,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머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의사소통 행위이며(Long & Graesser, 1988), 교사나 학습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이나 누군가의 엉뚱한 말 혹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한다(Bell, 2011; Norrick, 2003).
제2언어 교육 분야에서 유머의 교육적 효용 가치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0년대의 언어 학습 불안감 연구에서 유머가
학습자의 정의적 여과 장치를 낮추어 외국어 학습 불안을 줄이는 반면에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면서(Horwitz, Horwitz, & Cope,
1986) 언어 교육에서 유머의 교육적 가치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Wagner & Urios-Aparisi, 2011). 그 이후 시행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유머는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인지적 영역에서도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형식과 의미를 탐색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Bell & Pomerantz, 2016; Cook, 2000; Petraki & Nguyen, 2016).
국내 영어교육계에서는 아직 유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의 교실에서는 유머라는 것이 자칫하면 학습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유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영어교실에서
발생하는 유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등영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Kang(2017)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영어수업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며 사용한 언어유희(language play)의 사례를 보고하였다. 한편, Lee와
Kang(2017)은 초등학교가 아닌 사설 영어학원을 배경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학습자들의 언어유희를 진작시키기 위한 학습 활동을 구안하고 그 결과를
탐색하였다. 이 두 가지 연구는 영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초등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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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유희를 탐구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유머 중에서도
학습자의 언어유희에만 초점을 맞추어 화용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성인 ESL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유머에 대해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Bell, 2005; Bell & Attardo, 2010; Bushnell,
2008; Waring, 2013). 이러한 연구는 주로 대학교나 대학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유머의 뉘앙스나 내용이 아동 학습자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아동 혹은 청소년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유머 연구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제한적인 제2언어 실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목표 언어를 변형하여 유머러스한 언어유희(humorous language
play)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Broner & Tarone,
2001; Cekaite & Aronsson, 2005; Cho, 2011; Laursen & Kolstrup, 2018).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아동의 언어유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유머 양상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제한점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측면과 국가 교육과정에서도
명시된 영어 학습자에 대한 흥미 유발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EFL 상황의
우리나라 영어교실에서 나타나는 유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초등학교의 영어교실에 유머가 존재하는지, 그러하다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수 학습 과정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머의 교육적 가치가 밝혀진다면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 유발이 중요한 초등학교 영어교실에서 유머는 즐거운 영어
학습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실의 유머 발생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3 ∼ 6학년의 영어교실의
자연스러운 수업 진행 상황을 녹화하여 일상적인 수업에서 나타나는 유머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유머가 교사의 수업 진행 및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2.1. 구두 유머의 유형
구두 유머의 유형에 대해서는 연구 관심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중에서도 영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구두 유머를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시도한 연구가 많은 편인데 Long과 Graesser(1988),
Hay(2000), Dynel(2009)가 대표적이다. Long과 Graesser는 TV 쇼의 대화를
분석하여 유머의 유형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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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를 9가지로 나누어 난센스(nonsense), 사회적 풍자(social satire), 철학적
유머(philosophical), 성적인 유머(sexual), 적대적인 유머(hostile), 남성 또는
여성을 비하하는 유머(demeaning to men/women), 민족을 대상으로 한
유머(ethnic),
통증과
관련된
유머(sick),
배설물과
관련된
지저분한
유머(scatological)로 제시하였다. 한편, Hay(2000)도 영어 원어민 중에서도
뉴질랜드 남성과 여성의 대화를 분석하여 유머를 유형화하였는데, Long과
Graesser의 구분과 겹치는 용어가 없다. Hay는 뉴질랜드 여성들이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미있는 개인적인 일화(funny personal story)를 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남성들은 놀리기(teasing)와 농담(joke)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Norrick(2003)은 Hay(2000)와 비슷하게 농담(joke)과 일화(anecdote)를 구두
유머의 유형에 포함하였으며 여기에 말장난(wordplay)과 아이러니(irony)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Norrick은 구두 유머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그는 대화 도중에 유머 유형의 경계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Dynel(2009)은 여러 가지 유머의 유형을 화용적 쓰임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Hay(2000)와 Norrick(2003)의 유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먼저,
농담(joke)에는 shaggy dog stories 1와 같이 핵심 구절이 없는 긴 이야기와 짤막한
농담(one-liner)이 있으며, 농담 이외에도 회화적 유머(conversational humor),
어휘소 및 구문(lexeme, phraseme), 재담(witticism), 왜곡(retort), 놀리기(teasing),
정감 어린 농담(banter), 누군가를 깔아 뭉개는 말(putdown), 자기 비하
유머(self-denigrating humor), 일화(anecdote)를 제시하였다. 이중에서 누군가를
깔아 뭉개는 말은 Long과 Graesser의 분류에서도 나타나며 농담과 놀리기, 자기
비하 유머, 일화는 뒤에 언급되는 Bell(2002)의 유형에도 나타난다.
TABLE 1
Author (year)
Long & Graesser
(1988)
Hay (2000)
Norrick (2003)
Dynel (2009)

Types of Verbal Humor
Name of Type
nonsense, social satire, philosophical, sexual, hostile, demeaning to
men/women, ethnic, sick, scatological
funny personal story, teasing, joke
jokes, anecdotes, wordplay, irony
jokes, conversational humor, lexemes & phrasemes, witticisms, retorts,
teasing, banter, putdowns, self-denigrating humor, anecdote

한편, 어떤 상황을 유머 발생 상황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Wagner와
Urios-Aparisi(2011), Bell, Skalicky와 Salsbury(2014) 및 Bell과 Pomerantz(2016)은
1

shaggy dog stories는 말하는 사람은 즐겁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매우 지루한 이야기이다.
화자는 긴 일화를 들려주며 청자의 주목을 끄는데, 이야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 화자는
청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말로 청자의 긴장감을 뚝 떨어뜨리고 우스꽝스러움을
빚어낸다. 이러한 농담은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의미 없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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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나 청자가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하거나 특이한 운율이나 어휘,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 청자의 반응이 웃음이나 유머인 경우를 유머
상황으로 규정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Lampert와 Ervin-Tripp(2006)는 위의
조건에 화자가 농담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를 유머 상황으로 보았다.
그러나 Cho(2011)는 웃음이 즐거움뿐만 아니라 놀라움이나 당혹감, 초조함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머 상황은 대화자 간 상호작용의
맥락 안에서 면밀하게 조사될 필요가 있다.

2.2. L2 영어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유머 유형
앞에서 소개한 구두 유머는 기본적으로 영어 원어민 화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사례이다. 이에 비하여 영어 비원어민(L2) 화자의 유머는 Tarone(2000)이 교실
밖 상황에서 성인 비원어민들의 상호 작용에서 드러나는 언어 유희(language
play)에 주목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Bell(2002)은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세 명의 비원어민 여성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원어민들과
나눈 대화 속의 유머를 1-2년 동안 추적하여 녹음하고, L2 유머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인터뷰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Bell은 비원어민 화자가
유머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고하였으며 구두
유머의 유형을 다음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나누어 진행하였다.
TABLE 2
Name of Type
Tease
Alternate reality
Self-tease
3rd Party insult
Narrative
Observation
Irony
Hyperbole
Wordplay
Hybrid
Canned joke

Types of Humor (Bell, 2002, p. 111)
Description of Type
(Potential) Target(s)
playful remark aimed at another person
person must be
(frequently contain an element of aggression)
present
comment that playfully creates or refers to an unreal
any
condition or situation (often use double-voicing)
playful remark that makes the speaker the center of the
speaker
humor (often self-denigrating)
playful, but disparaging comment aimed at a party who
person not present
is known to at least some of the interlocutors
humorous account of past events
self of others
playful commentary on real objects or situations
objects or situations
utterance in which speaker’s meaning is the opposite of
what is literally said (often coupled with another type of
any
humor, resulting in a hybrid)
any type of exaggeration
any
humor based on changes in phonology, syntax, or
any
lexicon
depends on
utterance combining two or more of the above types
combination
humorous forms that have a highly scripted form for
both the telling and the response (not dependent on
any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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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가지의 구두 유머로 구분한 유형은 영어 원어민들에게서 발견되는
유형과 유사한 것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이를 하나씩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놀리기(tease)는 누군가의 행동을 재미있게 모방하거나
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놀림을 가장한 도전이나 명령, 위협을 포함하는
것으로 Long과 Graesser(1988)의 구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대체
현실 창조(creation of alternate reality)는 비현실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장난스러운 언급이다. 이 유형은 다른 사람의 역할로 빙의하는 이중
음성(double-voicing)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유형은 원어민 대상 구분에는
나타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 비하(self-tease)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여 본인을 유머의 중심이 되게 하는 장난스러운 말이다. 제3자
모욕(3rd party insult)은 일부 대화자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재미있게 폄하하는
발언이다. 내러티브(narrative)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Bell은
유머가 섞인 일화(anecdote)와 이야기(story)를 모두 내러티브에 포함하였다.
관찰(observation)은 실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장난스러운 논평이며
아이러니(irony)는 말하는 사람의 뜻이 문자의 의미와 정반대되는 말로 다른
유형의 유머와 결합하기도 한다. 과장(hyperbole)은 대상을 과하게 혹은
실제보다 못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과장의 대상은 사물이나 상황, 또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함께 있는 사람을 과장한다면 이는
놀림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말장난(wordplay)은 Norrick(2003)에도 언급되는
유형이며 Bell은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말장난의 예로는 음위
전환(metathesis:
단어
내의
음이나
철자의
순서가
바뀌는
것),
말라프로피즘(malapropism: 말하려던 단어와 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다른 단어를
내뱉음으로써 범하게 되는 재미있는 실수), 말장난(pun: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 모호한 구문(ambiguous syntax), 두운법(alliteration: 연속된
단어들의 첫 자음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다. 혼합(hybrid)은 두 가지
이상의 유머 유형을 조합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통조림식 농담(canned joke)은
대본 같은 형식의 말하기 또는 말하기에 대한 특정한 반응으로 대화 상황에
구애 받지 않는다. 이처럼 Bell이 제시한 영어 비원어민들에게서 발견한 구두
유머는 원어민들에게서 발견한 유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머의
대상을 적시한 점이 유머 상황을 이해하기에 더 쉽도록 제시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한국인 초등학교 교사 7명과 그들이 가르치는 학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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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는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교육 경력과 영어 교육 경력이 일치하지 않는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영어 교육 경력은 10년 이상인 교사가 2명, 5년 이상인 교사가 1명,
5년 미만의 교사가 4명이다. 이들은 모두 경기도에서 근무하며 여교사는 5명,
남교사는 2명이다. 교사 참여자들에 대한 기초 정보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3
Participants

Gender

Teacher A
Teacher B
Teacher C
Teacher D
Teacher E
Teacher F
Teacher G

F
M
F
M
F
F
F

Basic Information of Teacher Participants
Eng. Teaching Experience
Teaching
Types of Teaching
Age
(year.month)
Grade
49
10.01
Master teacher
Grade 3
34
0.01
Homeroom teacher
45
10.00
Master teacher
Grade 4
29
1.01
English teacher
35
7.07
English teacher
Grade 5
24
1.00
English teacher
30
3.03
English teacher
Grade 6
(As of April 1, 2019)

3학년과 4학년 교사는 학년별로 각각 여자 수석교사 한 명과 남교사 한 명이
참여하였다. 수석교사들은 영어수업에 전문성을 지닌 베테랑 교사들인 반면에
남교사들은 영어 교육 경력이 1년 미만으로 수업 진행이 서툰 측면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흔쾌히 영어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3, 4학년 교사들에
비하여 5, 6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는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고학년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영어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최종적으로 6학년 교사는 목표로 했던 두 명을 채우지 못하였다. 5, 6학년을
가르치는 세 명의 여교사들은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여교사들로 영어 학습
부진 아동을 방과 후에 개별적으로 가르치거나 그날의 수업 목표를 달성해야만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 영어 교육에 애정과 열정이 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2. 연구 도구
3.2.1. 수업 동영상
수업 영상은 약 4개월에 걸쳐 촬영되었으며, 이때의 수업 내용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영상을 녹화할 때 교사들은 삼각대를 사용하여
스스로 녹화를 진행하였으며 카메라를 교실 앞에 위치시켜 학습자의 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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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카메라는 구석에 위치시켜 학습자들에게
가능한 크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최소 6차시에서 최대 15차시의 영상을 녹화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그 결과, 소음이 심하여 교사와 학습자의 발화를 알아들을 수
없거나 학습자의 몸짓이나 표정이 보이지 않아 발화를 인지하기 힘든 영상을
제외하고, 총 83차시의 수업 영상을 수집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교사나 학습자가 인위적으로 유머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 초반에 동영상 수집 목적을 설명할 때,
유머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고,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라고만 안내하였다. 촬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구 목적이 영어교실에서
유머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들은 교사들은 대부분 과연 자신의
영어교실에서 유머가 발견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3.2.2. 인터뷰
교사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3-6회에 걸쳐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크게 수업 녹화 이전과 이후의 두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업 녹화 이전의 인터뷰에서는 주로 평상시 교사가 영어수업을
할 때 중요시하는 요소, 추구하는 수업 분위기, 학습자들과의 관계, 교사의
영어 사용 비율,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수준에 대해 질문하였다. 수업 녹화가
완료된 이후의 인터뷰에서는 유머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의 유머 사용 빈도 및
학습자의 유머 사용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여 답변의 내용에 따라 추가 질문을
더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주로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나,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와 전자 우편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였다.

3.3. 자료 분석
3.3.1. 교실 담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Gumperz(2008)의 상호작용적 사회언어학적 분석(interactional
sociolinguistic approach to discourse analysis)에 근거하여 수업 영상을 분석하였다.
상호작용적 사회언어학적 접근은 상황, 맥락, 대화가 이루어질 때 사용된
몸짓과 목소리 어조와 같은 맥락화 단서(contextualization cue)를 중요하게
여긴다. 연구자는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크기와 빠르기, 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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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자세히 관찰하였으며 교사들에게 수업 상황에 대해 질문하여 대화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업 중 대화를
전사함에 있어서 Jefferson(1979)의 전사 표기법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부록> 참고). 수업을 전사할 때에는 교사나 학습자가 말한
그대로를 나타내고자 하여 발화자의 영어 오류까지 수정하지 않고 전사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전사 규약 적용의 적합성에 대해 연구자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교사 참여자들에게 2차 확인을 받고,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함으로써 코딩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3.2. 인터뷰 분석
교사들에게는 수업 당시의 상황을 질문하였으며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 내용을 확인(member check) 받았다. 인터뷰 내용은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여 핵심적인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Patton, 2002). 데이터를
확인하고 코딩하며 분류하여 초기 자료를 식별하는 과정을 거쳐 다양한 구두
유머의 유형을 찾아낼 수 있었다.
3.3.3. 구두 유머의 유형에 대한 분석 기준
구두 유머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서 표 2에 제시된 구두 유머의
보편적인 유형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데이터를 비추어 보았다. 이 가운데
말장난, 놀리기, 내러티브, 농담, 자기 비하, 과장이 최종적으로 분석의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이들 유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말장난은
음운 또는 어휘, 구문의 변화로 만들어진 언어유희이고, 놀리기는 교사나
학습자가 교실에 있는 타인을 놀리는 형태의 유머이다. 내러티브는 사건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이야기이며, 농담은 누군가를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 형태의 유머이다. 자기 비하는 화자가 본인을 유머의 대상으로
삼아 자기 자신을 깎아 내리는 모습을 띠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유머의 형태이다. 끝으로, 과장은 대상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표현하는 유머이다. 표 2에 제시된 구두 유형 가운데 제3자 모욕과
아이러니, 통조림 농담은 본 연구의 데이터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체
현실, 관찰은 유형의 틀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구두 유머의 유형을 분류할 때 연구 초기에는 순수 영어 혹은 영어와
한국어의 혼용으로 이루어진 표현을 기본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하지만 데이터를 점검할수록 영어와 한국어의 혼용 또는 한국어로만
이루어졌으나 유머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들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영어 능력에 한계가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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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교사들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있는 한국어와 영어의 혼용, 혹은
한국어만으로 구성된 발화에 드러난 유머의 양상도 분석의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4. 연구 결과
총 83차시의 영어수업에서 언어적 유머는 115회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
차시의 수업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서 평균 1.4회의 유머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영어 교육 경력이 가장 적은
교사 B와 교사 F의 영어교실에서 유머의 발생 횟수가 평균 1회 미만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저마다 다른 교수 학습 활동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교사에 따른 유머의 발생에 대해서 빈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습자들은 영어 능력의 한계 및 영어교실에서의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비율이 높지 않아, 주로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형태로 유머를
구사하였으며 간혹 한국어로만 이루어진 유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구두
유머는 말장난, 놀리기, 농담, 내러티브, 과장, 자기 비하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4
Types of Humor
Wordplay
Teasing
Joking
Narrative
Hyperbole
Self-deprecation
Total

Occurrences of Verbal Humor
Grade 3
Grade 4
Grade 5
A
B
C
D
E
F
4
2
8
8
4
4
5
4
5
4
4
3
1
1
7
4
4
1
1
1
3
1
1
11
3
20
18
19
9

Grade 6
G
11
6
13
2
2
1
35

Total
41(35.65%)
24(20.87%)
21(18.26%)
18(15.65%)
8(6.96%)
3(2.60%)
115(100.00%)

4.1. 말장난
말장난은 음운과 어휘, 구문을 이용한 유머이다(Bell, 2005; Broner & Tarone,
2001). 본 연구에서 말장난은 모든 교사 참여자의 영어교실에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영어의 철자, 유사한 모국어 발음, 동음이의어를 이용하여 말장난을
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어휘를 학습할 때 말장난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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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철자 인식
학습자들은 새로운 어휘를 배울 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어휘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장면에서 교사 F는
주요 어휘를 복습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교사를 따라 어휘를 읽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glove에서 love라는 철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발췌 1> 야구러브, 헬리코털
상황: 여교사 F, 5학년, 도입부에서 주요 어휘를 복습함
1

T

=어, 다같이! Baseball glove!

2

Ss

Baseball glove!

3 → T

b, a, s, e, base ((판서하며)) b, a, l, l, ball

4

Bs

((앞에 앉은 남학생 두 명이 교과서 삽화를 언급하며 떠듦))

5

T

g, l, o, v, e, glove-

6 → G1

왜 여기에 l, o, v, e가 있어요?

7

그렇지. 러븐데, 뭐야? 그. 앞에 g가 [그] 소리가 나지.

T

8

그래서 글러브.

9

G2

아!

10

B2

근데 왜 glove라고 했어요?

11

B3

l, o, v, e!

12 → B4

((흥분한 목소리로)) 아, 잠깐만! 그러면 [그] 빼면은 러븐데!

13

야구 러브, 야구 러브!

14

B5

=야구 러브!

15

T

자, 넘어갈까? 넘어갈까?

16

Ss

네.

17

T

좋습니다. 얘들아, helicopter.

18 → Bs
19

T

20

Ss

21

T

22 → Ss
23

☺헬리코털.☺ 하하하!

자, 선생님하고 스펠링 한 번 해보자. h, e, l, i, c, o, p, t, e, r
h, e, l, i, c, o, p, t, e, r
Helicopter입니다. ((천천히 발음함)) heli,(.) copter

☺헬리코털!☺ ((r 발음을 l 발음으로 하여 [털]로 발음함))

((헬리코털이 반복되어 학습자들이 모두 웃음)) 하하하하하!

3번째 발화에서 교사는 baseball glove를 한꺼번에 발음하지 않고 학습자들이
따라 하기 쉽도록 끊어서 발음해주었다. 그러자 G1은 6번째 발화에서 glove의
철자에 love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G1의 발화는 수업 내용에

© 2020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KATE)

112

Sol Kim and Seon-Ho Park

대해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교사는 G1의 의견에
동의하며 love 앞에 알파벳 g가 있기 때문에 [러브]가 아니라, [글러브]로
발음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12번째 발화에서 B4도 뒤늦게 baseball glove를
baseball (g)love로 새롭게 인식하며 이를 야구 러브라고 외쳤다. 이 사례는
학습자가 언어의 형태에 주목하여 말장난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교사 F는 학습자들이 새로운 어휘를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연상
고리를 찾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교사는 5학년 학습자들이
love를 특히 잘 알고 있어 그 후로도 glove가 나올 때마다 이를 g와 love로
상기시키며 가르쳤다고 하였다. 그렇게 가르친 결과, 학기 말 단어 시험에서
대부분의 학습자가 glove의 철자를 정확히 쓸 수 있었다고 하였다. 교사 F가
가르치는 학습자들의 92% 이상은 중국과 러시아 출신의 외국인 가정 출신으로
제3언어인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glove의 철자를 정확히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학습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1.2. 발음의 유사성
학습자들은 영어와 한국어의 음성적 유사성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말장난을
만들어내곤 하였다(Kang, 2017). 앞서 언급된 <발췌 1: 야구러브, 헬리코털>의
18번째 발화를 보면 학습자들은 helicopter를 [헬리코털]이라고 말하였다.
학습자들은 helicopter의 끝을 마치 한국어의 코털과 비슷하게 발음하였다.
이들은 영어의 r을 한국어의 리을(ㄹ)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인식한
것과 가장 가까운 모국어 발음을 찾아 발음한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r
발음을 교정해주고자 노력하였지만 22번째 발화에서 학습자들은 교사의
설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또 다시 [헬리콥털]이라고 크게 말하였다.
학습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발음의 차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재미있게 여기는 발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학습자들은 생소한 어휘를 비슷한 발음의 익숙한 어휘로 바꾸어
말장난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다음의 수업 장면 역시 교사 F의 영어교실로
5학년 학습자들은 엄연히 다른 두 어휘를 마치 같은 어휘인양 사용하였다.
<발췌 2> puppy야 coffee야?
상황: 여교사 F, 5학년, 남학생들이 영어 어휘를 틀리게 발음함
1

T

((씩씩한 목소리로)) 자, 너네끼리 해봐.

2

Ss

((학습자들끼리 화면의 문장을 쭉 함께 읽어 내려간다))

3

T

((학습자들이 잘못 읽은 부분을 직접 읽어준다)) I want a pu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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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I want a coffee.
☺누가 커피래? ☺ Coffee 아니고 puppy!

5

T

6

Ss

7

T

Puppy!

8

Ss

Puppy! ((그러나 여전히 몇몇 학습자들은 [커피]로 말함))

9

T

((힘 있게)) I want a helicopter.

10

Ss

((순간 웃음소리로 가득함)) 하하하하하!

((힘차게 따라 말함)) ☺I WANT A HELICOPTERL[헬리콥털]!☺

4번째 발화에서 몇몇 남학생들은 puppy를 coffee로 바꾸어 말하였다. 5학년
학습자들은 4학년 때 puppy라는 어휘를 배웠지만 이 단어를 생소하게 여겨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교사의 커피를 보고는 puppy를 의도적으로
[커피]라고 발음하였다. 영어의 ff와 pp는 모두 한국어 발음에서 피읖(ㅍ)으로
인지되곤 한다. 따라서 남학생들은 puppy보다는 평소에 자주 사용하여 익숙한
어휘인 coffee를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5번째 발화에서 교사가 웃으며 학습자의
발음을 정정하자 이를 지켜보던 다른 학습자들은 큰 웃음을 터뜨렸다. 이는
유사한 발음을 이용한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다(Bushnell, 2008; Norrick, 2003).
4.1.3. 동음이의어
Schmitz(2002)와 Lems(2011)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이 적어도 중급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가진 학습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Cekaite와 Aronsson(2005) 및 Cho(2011)는 초보적인 실력을 가진 학습자들도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말장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는데, 학습자들은 제한적인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는 어휘를 총동원하여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말장난을 하였다. <발췌 3>은 교사 D와 4학년 학습자들이 동사를
복습하던 중 나타난 사례이다. 남학생들은 walk를 조금씩 변형하면서 말차례를
이어나갔으며,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하듯 앞선 발화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말장난을 만들었다. 남학생들은 서로 더 재치 있는 말을 하고자 시도하고 마치
경쟁하듯 보였는데, 이러한 대화 방식은 Holmes(2006)가 보고한 직장에서의
유머가 섞인 대화와 유사하다.
<발췌 3> Walking dead! Walking dad!
상황: 남교사 D, 4학년,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복습함
1

T

그러면 ‘걷다’는 뭐에요?

2

Ss

Walk!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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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

4 → B1
5

T

Walk가 되죠.
뛰지 말고 걸어라. 흐흐 walk man. 헤헤
그러면 walking man해야지, walking man.

6 → B2

Walking dead! Walking dad!! 걷는 아빠

7

T

Walking dead는 뜻이 무엇이야?

8

B3

좀비!

9 → B4

walking dad, 걷는 아빠! 하하하

10

아니에요 선생님. 걸으면 죽는 거예요.

B1

11

T

dead가 죽은 사람이고, 좀비죠 좀비.

12

B5

dead pool!

13

B4

그럼 강시 아니에요?

14

T

강시는 중국 귀신이고요, 좀비는 서양! 유럽 귀신이에요.

15 → B6

그럼 선생님은 무슨 귀신이에요?

☺으허허허!☺

16

Ss

17

T

18

Ss

처녀 귀신. 달걀 귀신!

19

T

자, 앉다가 영어로 뭐야? 앉다?

우리나라 귀신은 뭐지?

걷다가 영어로 무엇이냐는 교사의 물음에 학습자들은 walk라고 대답하였고,
4번째 발화에서 B1은 walk를 walk man이라고 확장하여 말하였다. 이에 교사
D는 5번째 발화에서 walk man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walking
man이라고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교사 D의 말을 듣고 B2는 6번째 발화에서
walking으로 시작되는 또 다른 어휘인 walking dead를 말하였다. 이 발화는 구두
형태이기 때문에 B2가 좀비(walking dead)를 의도한 것인지, 걸어 다니는
아빠(walking dad)를 말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자 교사 D는 7번째
발화에서 walking dead가 무슨 뜻이냐고 확인을 하였고, 이에 또 다른 남학생인
B3는 이를 walking dead로 파악하여 좀비라고 대답하였다.
말차례는 계속 이어졌다. 9번째 발화에서 B4는 이를 말장난의 기회로 삼아
dead(죽은 사람들)를 dad(아빠)로 바꾸어 걷는 아빠라고 말하였다. 학습자들은
dead의 [e]발음과 dad의 [æ] 발음을 혼동하였다. 이때, 교사 D는 이를 지적하지
않고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휘를 탐색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어교실에
역동성이 살아나게 되었다. 결국, 수업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귀신 이야기까지
나온 직후에야 교사는 원래의 수업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하였을 때, 학습자들은 말장난을 함으로써 학습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였다(Bell, 2012; Cook, 2000; Petraki & Nguyen, 2016).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말장난을 수용하고 격려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새로운 어휘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Borgia, Owles, Frisch, Stear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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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ig, 2008). 그러나 <발췌 1>의 사례에서 5학년 학습자들이 glove의 철자를
익힌 것과는 별개로 <발췌 2>에서 학습자들이 추후에 puppy와 coffee를 구분할
수 있었는지,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에서 4학년 학습자들이 각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때때로 의도하지 않은 채로 어휘 학습에 혼동을 겪어 유사한
발음을 이용한 말장난을 만들기도 하였다(Broner & Tarone, 2001; Cekaite &
Aronsson, 2005). 이는 주위 학습자들로부터 큰 웃음을 자아내기는 하였지만
당사자가 그 이후에 헷갈린 어휘들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아니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어교사는 이러한 말장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웃음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어휘의 의미를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4.2. 놀리기
놀리기는 다른 사람을 겨냥한 장난스러운 말로 다섯 교사의 영어교실에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중에서 영어 교육 경력이 가장
짧은 교사 B와 교사 F의 영어교실에서는 놀리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24회의
놀리기 중에서 교사가 학습자를 놀리는 사례는 12회, 학습자가 교사를 놀리는
것은 7회,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를 놀리는 것은 5회 관찰되었다.
4.2.1. 교사의 학습자 놀리기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친근감을 가지고 학습자를 놀리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다. 특히, 수석교사 A는 학습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를 놀리곤 하였다. 그러나 교사 A는 학습자들의 실수나 부족한 영어
실력을 놀리기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과업 외의 행동을 하거나 다른
학습자를 무안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놀리곤 하였다.
예를 들어, <발췌 4>에서 수석교사 A는 3학년 남학생의 행동을 다소
과장하여 흉내내며 학습자를 놀렸다. 당시 교사 A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선물을 주고 받는 표현을 복습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는 학습자들을 일어나게
하여 짝과 함께 대화를 연습하도록 하였다. 교사 A는 연습이 끝나면 의자에
앉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는 두 명의 학습자가 교실 앞으로 나와서
연습한 것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연습이 시작되고 B1과 G1은
가장 마지막으로 연습을 끝냈다. 두 학습자는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발표 직후에 교사 A는 9번째 발화에서 이들의 태도를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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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4> 정말 불친절했어
상황: 수석교사 A, 3학년, 두 학습자의 연습 장면을 과장하여 놀림
1

T

2

준비, 갑니다! 자, 진짜로 주는지 아닌지 봅시다.
READY?

3

Ss

ACTION!

4

B1

((상자를 가리키며)) What’s this?

5

G1

°It’s a gift.°

6

B1

((상자를 받자마자 다소 퉁명스럽게)) Thank you.

7

G1

°You’re welcome.°

8

Ss

((박수를 치고 깔깔거리며 웃음)) 하하하하하!

9 → T

야! 정말 불친절했어. 꺼내보지도 않고 B1이

10

((학습자의 말투를 과장하며)) Thank you! 했어.

11

Ss

12

T

13

((모두가 크게 웃음)) 하하하!
자, 들어가세요.
((아까보다 좀 더 작은 목소리로)) 왜냐하면 앞에 나와서

14

하는 건 쉽지 않은데 G1하고 B1이 잘해서, 그래서 당황하고

15

얼굴이 빨개진 거야.

인터뷰에서 수석교사 A는 B1과 G1이 서로 친한 사이이며, B1이 영어를
잘하는 학습자인 반면에 G1은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 교사의 칭찬과
격려가 많이 필요한 학습자라고 하였다. 둘의 연습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G1이 교실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를 원하지 않아 연습을 서둘렀던
반면에 B1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하며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B1은 본인이 바라던 대로 앞에 나와서 발표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G1에게
퉁명스럽게 말하였는데, 교사 A는 B1의 이러한 말투와 태도를 유머의 소재로
삼았다. 9번째 발화에서 교사 A가 B1을 놀리자 학습자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후에 교실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연구자는 교사 A에게 혹시 교사의 놀림으로 인하여 B1이 당황하였겠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 A는 B1이 이러한 놀림을 창피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즐기는 학습자에 가깝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의 놀리기가 학습자에 대
해 적의를 드러내거나 진심으로 그 학습자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Lampert & Ervin-Tripp, 2006; Long & Graesser, 1988). B1을 놀린
이후, 교사 A는 모든 학습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
며 두 학습자의 태도를 옹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교사가 학습자를 놀릴 때,
교사는 자신의 놀림이 학습자에게 공격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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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학습자의 교사 놀리기
영어교실에서는 학습자가 교사를 놀리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교사에 대한
적의라기보다는 학습자의 보다 과감한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4학년 교실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중에서도 수석교사 C의
영어교실에서 몇몇 학습자들은 일부러 활동 규칙을 위반하는 듯이 행동하여
유머 상황을 조성하곤 하였다. 다음의 사례에서 한 남학생은 유머를 사용하여
교사 C를 놀렸다. 당시 교사 C는 세 명의 학습자를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하여
팬터마임(pantomime)으로 영어 문장을 몸동작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한 명의
학습자가 말을 하지 않고 동작으로만 영어 문장을 나타내면 다른 두 명의
학습자는 그 몸동작이 의미하는 바를 영어로 말해야 했다. 만약 상대 학습자가
영어 표현을 맞히면 몸동작을 하던 학습자는 okay라고 대답하였다.
<발췌 5> Okay가 아니고
상황: 수석교사 C, 4학년, 몸동작을 보고 해당하는 표현 맞추기
1

T

선생님이 시작하면이야∼ 시∼작!

2

B1

((서있던 자리에서 위로 뛴다))

3

G1

((앞에 있던 종을 먼저 치고)) Don’t, don’t fly here, please?

4

T

((몸동작을 한 남학생에게 가까이 가며))

5

don’t fly here, please가 맞으면은

6 → B1

=Okay.

7

T

8 → B1
9

Ss

10

T

11

=응?

☺~가 아니고오☺
하하하하. 뭐야?

((B1에게)) 그런 경우에는 손동작으로 x 표시를 하세요.
((전체 학습자를 보며)) ∼가 아니고래요. 다시, 다시, 시작!

12

B1

((자기 자리에서 펄쩍 펄쩍 뛴다))

13

G2

Don’t jump here, please.

14

B1

Okay.

B1이 몸으로 나타낸 것은 뛰지 말라는 의미의 Don’t jump here, please이었으나
G1은 날아다니지 말라는 의미로 Don’t fly here, please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B1은 6번째 발화에서 G1의 추측이 맞았다고 대답하였다. 교사 C가
B1의 대답을 의아하게 여겨 개입하려고 하자, 8번째 발화에서 B1은 말꼬리를
바꾸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며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전체 학습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반면에 교사는 전혀 웃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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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에서는 손동작으로도 표시를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B1은 처음에는
상황과 맞지 않은 대답을 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부정어를 덧붙임으로써 마치
규칙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처럼 교사는 학습자를 놀림으로써
학습자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습자는
놀리면서도 이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Pomerantz & Bell, 2011).

4.3. 농담
농담은 남을 웃기려는 의도로 가볍게 행해지는 장난스러운 말로 본 연구에서
21회 발생하였다. 교사의 농담이 4회로 적었던 반면에, 학습자들의 농담은
17회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교사 G의 6학년 학습자들은 총 13번의 농담을
하여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였다.
4.3.1. 학습자의 농담
6학년 학습자들은 전체 학습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담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사 G는 학습자들과 함께 책을 읽은 후 학습자들로
하여금 본문의 내용에 대해 그룹별로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후에 교사
G는 개별 학습자를 호명하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영어 본문의 내용 외에도 그림으로부터 추측 수 있는
정보도 함께 발표하곤 하면서 가볍게 농담을 던지곤 하였다. 예컨대, B1은 책의
그림을 언급하며 Mr. Putter가 어린 시절 생일 파티를 할 때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인기가 많은 학습자이었을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B1은
인기가 있는 인물을 뜻하는 말로 인싸라는 은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말에 다른
학습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발췌 6> 인싸인 것 같아요.
상황: 여교사 G, 6학년, 책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발표하기
1

T

2

B1 → 이 주황색깔 머리의 애는 친구들이 많은걸 보니 ‘인싸’인 것

3

B1, your turn.
같아요.

4

Ss

흐흐흐흐

5

T

아아, (.) Mr. Putter는 ‘인싸’였다?

왜 학습자들이 인싸라는 말에 반응했을지 연구자가 질문하자 교사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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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에게 인싸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 부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인싸라는 용어는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말로 학교 영어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습자들은 또래 사이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교실에서
사용되자 이에 부조화를 느끼고 웃음을 터뜨렸다.
4.3.2. 교사의 농담
Van Praag와 Stevens, Van Houtte(2017)는 학습자들이 교사와 함께 농담을 하는
것은 그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학습자들은 교사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학교 질서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의 농담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발췌 7>에서는
교사 G가 학습자의 행동에 대해 관대하게 농담으로 응수함으로써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농담을 주고받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다음의 상황은 위의
수업 장면과 이어지는 것으로 당시 B2는 B1과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여 책의
내용에 대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발표하는 대신에 그림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발췌 7> 일곱 살 때 Putter는 인싸였네
상황: 여교사 G, 6학년, 그림의 내용을 보고 유추하기
1

B2

((자신 있게 손을 듦))

2

T

아, B2.

3 → B2
4

((빠르고 다급한 어조로)) 지금 이 케익에 꽂혀 있는 초를
보니까

5

칠십 살 아니면 일곱 살이에요.

6

Ss

((대부분 미소를 지음))

7

T

아, B2가 초를 보고 알아낸 것이 칠십 살 아니면 일곱 살이야.

8

근데 몇 살일 것 같애?

9

Ss

일곱 살.

10

T

일곱 살 생일이었던 것 같애. 그러면?

11 →

((차분하게)) B1이랑 B2가 말한 것을 미루어봐서 일곱 살 때

12

Putter는 인싸였네.

13

B1

((당당한 어투로)) 네!

14

Ss

((아주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웃음이 터짐)) 하하하!

B2는 3번째 발화에서 케이크에 꽂힌 초의 개수로 보아 할아버지의 연세가
칠십이거나 일곱이라고 주장하였다. 11번째 발화에서 교사 G는 B2의 농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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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B1이 사용한 인싸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교사 G의 농담은
Dynel(2009)가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 만들기(set up)와 급소 찌르기(punch line)로
나누어진다. 발화의 앞부분에서 B1과 B2가 말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 농담의
구조 만들기에 해당하며, 뒤에 직접적으로 “인싸였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농담의 급소 찌르기에 해당한다. 비록 B1과 B2가 발표한 내용은 영어
학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두 학습자의 농담은 대화 참여자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교사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Norrick,
2003). 또한, 교사 G가 학습자들의 농담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영어교실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4.4. 내러티브
내러티브는 어떤 주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본인이나 누군가의
개인적인 일화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여교사들은 학습자들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발견되었다. 반면에 남교사들의 수업에서는 내러티브가 발견되지 않았다.
4.4.1. 교사의 내러티브
교사는 학습자들과 개인적이고도 유머러스한 일화를 공유함으로써 수업을
더욱 재미있으면서도 학습자들이 더 기억하기 쉽도록 만들었다(Minchew, 2001).
다음은 수석교사 A가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어렸을 적 경험을 들려주는 수업
장면이다. 교사 A는 3학년 학습자들과 함께 dog를 발음하는 연습을 하다가
학습자들에게 발음을 과장하며 dog를 [도-그]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이때 교사는 할아버지의 개 이름이 독구가 된 사연을 소개하였다.
<발췌 8> 할아버지의 개 이름은 독구
상황: 수석교사 A, 3학년,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dog을 읽는 방법을 설명함
1

T

자, 도-오-그. 어? 선생님이 [doːːːːːːg] 이렇게 했는데,

2

원래 이렇게 하면 쫌 틀려!

3

Dog! 해보자.

4

((둘째손가락을 세우고 학습자들을 바라보며)) Dog!

5

Ss

DOG!

6

T

그런데! 옛날 옛날 사람들은 저게 도오그, 도그 그래서,

7

선생님 할아버지는 개가 있었는데 개 이름이 독구였어.

8

독구. (.) 선생님은 독구가 뭐지? 그랬는데, 도그를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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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해서 독구, 독구, 독구, 이렇게 된 거야.

10

Ss

((집중하여 선생님의 설명을 들음)) 헤헤헤

11

T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DOG!

12

Ss

Dog!

13

T

Dog!

14

Ss

Dog!

수석교사 A는 할아버지가 dog를 [dɔ ː ɡ]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우]나 [으]
발음을 끝에 붙여 독구, 도그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설명해주었다. 교사
A는 학습자들이 어휘의 끝에 한국어처럼 모음을 붙이지 않고 정확하게
발음하게끔 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적인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어조를 크게 하여 발음을 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은
내러티브와 함께 제시되면서 유머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Forman,
2011). 이후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구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사례는
언어와 관련된 일화(language related episode)가 학습자를 언어의 형태에 집중시켜
기억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Cekaite & Aronsson, 2005).
4.4.2. 학습자의 내러티브
내러티브는 교사가 나서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학습자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타나기도 하였다. 수석교사 C는 평상시
영어수업을 진행할 때, 수업 내용이 학습자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목표 영어 표현을 쓰는지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곤 하였다.
더욱이, 교사 C는 핵심 영어 표현을 학습하기 전에 이와 같은 한국어 표현은
언제 사용해 보았는지 학습자들에게 경험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업
방식으로 인하여 교사 C의 교실에서는 특히 더 많은 내러티브가 나타났다.
다음의 수업 장면에서도 교사 C는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물건을 찾아보았던
경험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B1은 자발적으로 손을 든 이후에
손목시계를 찾았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13번째 발화에서 B1의 이야기를 듣던
교사와 학습자들은 손목시계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자 웃음을 터뜨렸다.
<발췌 9> 시계가 엄마 발 밑에 있었어요.
상황: 수석교사 C, 4학년, 물건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장 만들기
1

T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물건, 뭔가를 내가 찾았어요?

2

자, 좋아. 그랬더니 B1이 번쩍 손을 들었어.

3

B1, 뭘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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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1

어, 시계!

5

T

아, 이 시계? 저 시계?

6

B1

전자시계!

7

T

그러니까 손에 차는 거?

8

B1

네.

9 → T

그것도 watch에요. 그러면 B1이 질문을 만들어볼까요? 시작!

10

B1

Where is my watch?

11

T

오이, 잘했어요. ((판서하며)) Where is my watch? 그랬대요.

12

그랬더니 B1아 어디 밑에 있었나 봐?

13 → B1

엄마 발 밑에 있었어요.

14

T

아하! 하하하!

15

Ss

=((모든 학습자가 웃음)) 하하하하하!

16 → T

엄마, 엄마 발 밑에?

17

B1

엄마가 밟고 있었어요.

18

T

엄마가 밟고 있었어?

19 →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해보자. 다 같이, 시작!

20

T+Ss

It’s under the mom’s….

21

T

다리 뭐야?

22

B1

Foot!

23

T

어, foot!

24

B2

Leg!

25

T

=Leg, 이렇게요. 어, 잘했어!

교사 C는 B1이 발표하는 동안에 시계가 영어로 무엇인지를 알려주거나,
시계의 위치가 정말 엄마 발 밑에 있었느냐고 보충하여 질문하면서 B1의
내러티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여기에서 교사 C는 단순히 학습자의
재미있는 일화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영어 학습과 연계하였다. 9번째
발화에서 교사 C는 B1에게 영어로 시계가 어디 있는지 질문하는 문장을
만들어보게끔 하는 한편 19번째 발화에서는 시계가 어디 있는지를 전체
학습자들과 함께 영어 문장으로 말해보도록 제안하였다. 교사 C는 학습자의
내러티브를 즐거운 학습 과정으로 포함시키며 원래 목표하였던 수업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게 조절하고 학습자들의 집중력을 이끌어냈다. 또한, 교사 C가
B1의 내러티브를 경청하며 16번째 발화와 같이 되묻는 등의 행동으로 적절히
호응함으로써 내러티브의 효과는 더욱 배가될 수 있었다. 이처럼 내러티브는
대화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대화자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Bell, 20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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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과장
과장은 특정한 대상을 부풀려서 표현하는 것으로 총 7회 나타났으며 다른
유머 유형과 함께 출현하곤 하였다. 교사와 학습자들은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장된 언어
사용은 유머가 발생했다는 증거로 작용하였다(Bell et al., 2014).
4.5.1. 교사의 과장된 표현
교사들은 말의 강약이나 어조에 과장된 변화를 주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교사 D가 말하기의 속도를 과장하여 영어 문장을
읽어주는 사례이다. 교사 D는 수업 중에 학습자들이 특정한 영어 표현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자, 학습자들에게 교사의 말을 따라 말하도록
하였다. 평상시 교사 D의 말하기 속도는 조금 빠른 편이었는데, 그는 평소와는
다르게 말하기 속도를 아주 느리게 과장하여 어휘를 하나씩 말하기
시작하였다. 학습자들은 선생님의 말 빠르기가 변화한 것을 눈치 채고 2번째
발화와 같이 교사의 어조와 속도를 흉내 내어 따라 말하기 시작하였다.
<발췌 10> 느리게 말하기
상황: 남교사 D, 4학년, 학습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문장을 함께 연습함
1

T

((평상시보다 느린 속도로)) Where, is, the glue stick?

2 → Ss

((선생님보다 조금 더 느린 속도로)) Where, is, the glue stick?

3

((여전히 느린 속도로)) I, don’t, know.

T

4

Ss

((아주 느린 속도로 과장하여)) I, don’t, know.

5

T

Look!

6

Ss

Look!

7 → T

((딴 짓 중인 길동이를 쳐다보며)) 길동아, look!

((모두 길동이를 쳐다보며)) ☺길동아, look! ☺ 으흐흐흐.

8

Ss

9

T

10

Ss

((과장하여 느리게)) It’s, under, the, chair.

11

T

Thaːːːːːːːnk you.

12

Ss

Thaːːːːːːːnk you.

13

T

((평상시 말하는 약간 빠른 속도로))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과장하여 느리게)) It’s, under, the, chair.

일곱 번째 발화에서 교사 D는 집중하고 있지 않는 길동이(가명)를 바라보며
길동이의 이름을 대사에 포함시켰다. 교사 D는 길동이가 영어 학습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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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데도 불구하고 연습에 참여하지 않아 길동이를 지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8번째 발화에서 다른 학습자들마저 길동이를 지목하며 교사의 전체
발화를 똑같이 따라 말하였다. 평소에 이들은 반복하여 따라 말하는 것을
지겨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8번째에서 12번째 발화까지 교사의 모든 말을
따라함으로써 반복적인 연습을 놀이 상황으로 바꾸어버렸다. 교사 D는 교과서
대사를 재치있게 과장하여 학습자들의 주의를 사로잡았으며 정확한 문장
구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교사의 과장된 표현을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이를 즐거운 수업 활동의 일환으로써 따라할 수 있었다.
4.5.2. 학습자의 과장된 표현
과장된 표현은 학습자의 발화에서도 발견되었다. 다음의 사례에서 4학년
남학생은 몸동작에 과장된 언어 표현을 추가하여 교사와 학습자들로부터
웃음을 유발하였다. 수석교사 C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몸짓을 이용하여 영어
표현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B1은 흉내내는 소리를 내어 자신의 표현을 더욱
과장할 수 있었다.
<발췌 11> 테너 같은 모습
상황: 수석교사 C, 4학년, 친구의 몸동작 보고 영어 표현 알아맞히기
1

T

((몸동작을 설명하는 학습자에게만 영어 표현을 보여줌))

2

어, 좋아.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아, 시이이작!

3 → B1

((왼손을 앞으로 쭉 뻗고 테너처럼 입 모양을 하고 소리 냄))

4

호∼오∼호오∼!!

5

Ss

하하하하하!!!

6

B2

((재빠르게 종을 침)) Don’t sing here, please.

7 → B1

((높은 톤으로 노래하듯이)) OKAY!

8

T

=((B1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okay! 잘했어!

9

Ss

((여기저기서 노래하듯 B1을 따라함)) 호오∼ 호오∼!

10

T

((칠판 앞자리를 정리하며)) 자, 얘들아. 4반! 대답 좀 해주세요.

11

Ss

네, 선생님!

세 번째 발화에서 B1은 Don’t sing here, please를 표현하였는데, 이때 테너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취하는 동시에 마치 성악을 하는 듯한 소리를 내었다.
만약에 이 동작을 취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 장면은 그다지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자아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B1이 굳이 음정을
변화시키고 과장함으로써 수업 활동을 유머러스한 상황으로 탈바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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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의 과장된 행동은 7번째 발화에서 한 번 더 나타나는데, B1은 B2의 말이
맞았다고 확인해주면서 그 말을 노래 부르듯이 말하였다. B1의 과장된 표현은
교실 안의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였으며 이후에 몇몇 학습자들은 B1의
말하는 톤을 모방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리듬과 억양, 강세를
변형하여 발화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Lee & Kang,
2017). B1의 유머로 인하여 이내 교실은 소란스러워졌다. 그러나 10번째
발화에서 수석교사 C가 재빠르게 다음 학습 활동으로 전환하며 소란을
잠재우고 학습자의 유머가 수업 방해 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4.6. 자기 비하
자기 비하는 자기 자신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지만 오히려 화자의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Dynel, 2009). 본 연구에서 자기 비하는 총 3회
발생하였는데, 이중에서 교사의 자기 비하는 2회, 학습자의 자기 비하는 1회
나타났다.
4.6.1. 교사의 자기 비하
본 연구에서 교사 B와 교사 E는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기
비하 유머를 사용하였다. 교사 B는 3학년 담임교사로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의 학급에는 산만한 학습자들이 많아 평소에 교실이 소란스러운 편이었다.
다음 사례에서는 학습자의 제안에 대해 교사가 자신을 비하하며 대처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B2는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았으나 영어수업이 시작한지
10분이 지나도록 교과서도 꺼내지 않고, 몸을 돌려 뒤에 앉은 학습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9번째 발화에서 B2는 갑자기 교사에게 이제부터 영어로 말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발췌 12> 선생님 영어로 다 말 못해요
상황: 남교사 B, 3학년, 한 남학생이 이제부터 영어로 말하자고 제안함
1

T

역할놀이는, 이거는 수행평가라서 다 외워서 할 거에요.

2

B1

=나가서 하면 돼요?

3

T

=네, 나와서 할 거예요.

4

B1

하면 도장 있어요?

5

T

수행평가도 받고 나와서 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했기 때문에

6
7

도장도 하나씩 받겠습니다.
G1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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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부터 할게요.

9 → B2

((뒤돌아 않아 장난을 치며 교사의 설명을 듣지 않다가 갑자기

10

교사를 쳐다보며)) 선생님, 저희 이제부터 영어로 말해요.

11

B3

12

G2

13

B4

((큰 목소리로)) 영어 시간 때 영어로 말해요!
☺ ((신나는 목소리로)) Teacher! ☺
Teacher! Teacher!

14 → T

선생님이 릴레이 이거 하면은 한 문장씩 따라 해 볼게요.

15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며)) 영어로 말해요!

Ss

16 → T

((차분하고 단호하게)) 선생님 영어로 다 말 못해요.

17

선생님 읽기나 쓰기만 할 거야. 조용!

18

Ss

((매우 소란스러워짐))

19

T

조용! 선생님이랑 한 번씩만 따라 해 볼게요.

20

G2

Yes!

21

T

선생님 따라 합니다. Stand up, please.

22

Ss

Stand up, please.

B2의 9-10번째 발화에 다른 학습자들이 크게 동조하면서 교실은 점차 소란스
러워졌다. 처음에 교사 B는 B2의 말에 대응하지 않고, 14번째 발화에 나타난
것처럼 학습자들과 영어 표현을 복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점점
더 흥분하며 교사에게 영어로만 말하자고 주장하였다. 교사 B는 이러한 상황을
수업 방해 행동으로 판단하여, 16번째 발화에서 선생님은 스스로의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학습자들의 요청을 차단하였다. 이 표현은 자기 비하적인
성격이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말꼬
리를 잡을 기회가 원천 봉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사는 자신이 영어를
못한다는 자기희생적 언급으로 학습자들이 살짝 미소 지을 수 있는 상황을 제
공한 후에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벗어났다. 이는 교사의 자신감이 기반이 된 전
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Dynel, 2009).
교사의 이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20번째 발화에서 G2가 Yes라고 말하는 것은
학습자 나름대로 영어로 말해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2의 영어
실력으로는 그 이상 영어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사가
의도한대로 수업 내용을 복습하게 되었다.
4.6.2. 학습자의 자기 비하
교사가 수업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기 비하를 사용한 반면에
학습자는 대화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도 하였다. 자기 비하
를 사용하는 화자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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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ell et al., 2014; Dynel, 2009).
다음의 사례에서 교사 G는 6학년 학습자들과 함께 새롭게 읽은 영어책의 내
용을 확인하였다. 이후에는 학습자들이 본문 속에서 모르는 영어 어휘를 찾아
전체 학급과 공유하도록 하였다. 당시 교사 G는 G1을 지명하였는데, G1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G1의 옆자리에 앉은 B1은 말 차례를 지정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엉뚱한 철자를 말하였다. 다른 두 명의 여학생은
B1의 행동을 제지하며 교사에게 자기 모둠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없었다고 설
명하였다. B1은 친구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11번째 발화에서 본인은 새
로 찾은 단어의 뜻을 모두 다 모른다고 말하였다. 이 말에 다른 학습자들은 모
두 웃음을 터뜨렸다.
<발췌 13> 나 모르는데?
상황: 여교사 G, 6학년, 책의 내용 중 뜻을 모르는 영어 단어 공유하기
1

T

G1. Please tell us one word in your word list.

2

G1

((아무 말도 하지 않음))

3

B1

KIT.

4

G1

((B1을 쳐다보며)) 아니야.

5

B1

K, C, E

6

G1

어?

7

B1

아니래요.

8

G2

((손을 들고 말함)) 아 사실 (.) 이거 모르는 거를 애들하고

9
10

다 찾아가지고.
T

Ah, really?

11 → B1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나 모르는데? 다 몰라.

12

Ss

((모두가 웃음)) 하하하

13

T

All right, B1, later. G3?

B1은 뮤지컬을 하는 학습자로 1학기에는 공연을 하느라 영어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다. 평상시 B1의 영어 학습 수준은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졌는데, 그는 이에 기죽지 않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곤 하였으며 수업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11번째
발화에서 B1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다른 학습자들로부터 유쾌한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자기 비하는 주로 자신의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교사 B는 교실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략적으로 말하였으며, 학습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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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무지를 대놓고 밝힘으로써 또래의 주의를 끄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같은 유형의 유머라도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초등학교 영어교실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구두 유머가 나타났으며 교수 학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Forman, 2011; Swanson, 2013). 유머는
학습자의 흥미를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유형에 따라 다른 효과를
지녔다. 첫째, 말장난은 본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학습자들은
새로운 영어 표현을 주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영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Cho, 2011; Cook, 2000). 둘째, 놀리기는 친근한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놀리는
사람과 놀림 당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게끔 하였다(Hay, 2000;
Norrick, 2003). 셋째, 학습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영어 실력을 감추고, 자신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담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교사는 학습자의
농담에 여유롭게 농담으로 응함으로써 학습자들과 더 친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다(Van Praag et al., 2017). 넷째, 교사와 학습자들은
재미있는 내러티브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 소속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학습자들은 학습 내용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었다(Bell, 2007). 다섯째, 교사와 학습자들은 표현을 우스꽝스럽게
과장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하였다(Davies, 2003).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습자는 약간의 자기희생적 태도로 본인을 유머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주위로부터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Dynel, 2009).
전반적으로 구두 유머는 영어교실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영어교사는 유머를 수업 방해 행위로 여기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영어교사가 유머를 영어
학습과 연결할 수 있을 때, 유머가 풍부한 영어교실은 초등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학습자의 흥미 유발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영어 학습 환경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2. 시사점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유머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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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영어 교수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초등영어교실에서 교사들이 유머 상황에 대처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교사는 영어 어휘를
가르칠 때 학습자들의 언어유희를 독려하고 학습자들이 말장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사가 학습자들의 말장난을
용인하고 때로는 이러한 말장난에 동참하면서 밝고 역동적인 수업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새로운 어휘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영어를 이용한 학습자들의 말장난을 굳이 제지하지 말고 이를
격려하여 수업의 일환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Cho, 2011; Lee & Kang, 2017).
둘째, 영어교사가 선의의 의도로 학습자를 놀리면서 수업의 분위기를 띄울
때에는 학습자의 영어 실력이 아니라 학습자의 특정한 행동이나 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의도한 유머가 특정 학습자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Petraki & Nguyen, 2016). 셋째, 고학년 학습자들은 농담을
사용하여 체면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교사는 여유롭고 너그럽게 대처하여 학습자들의 외국어 학습 불안감을 낮추고,
라포를 쌓을 수 있다(Lampert & Ervin-Tripp, 2006; Swanson, 2013). 넷째,
영어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영어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을 설명할 때, 재미있는
일화를 공유하여 학습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과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Bell, 2007; Minchew, 2001).
끝으로, 영어교사는 발음이나 말하기 속도, 신체 동작을 재치 있게 과장하여
영어 교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때때로 자신의 부족한
영어 실력을 희화화하여 학습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어교실에서 유머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유머가 학습자의 언어적, 정의적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유머가 실질적으로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과 정의적
영역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영어교실에서 나타나는 유머를 보다 더 의미 있는 학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Applicable levels: Early childhood, elementary,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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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ranscription Conventions
(.)
underline
CAPS
ː

=
°soft°
☺words☺
(( ))
T
B(s)
G(s)
Ss

unmeasured pause
more emphasis
louder than surrounding talk
prolonged vowel
latching
softer than surrounding talk
smiling voice
commentary by transcriptionist
English teacher
(several) male students
(several) female students
sever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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