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외의 추가 언어로서의 영어 (EAL)듣기
(EAL)듣기와
듣기와 말하기 발달 단계

영어를 처음 접하는단계)

초기 습득기)

New to English (

가이드를 해주면 영어로 말하는 것을 주의깊게 들음
한 단계의 쉬운 지시사항을 따름
주변상황을 보고 학반의 일상적인 생활에 적절히 대처함
고개를 끄덕이거나 제스추어로 인사에 응답함
가이드를 해주면 간단한 질문에 대답함
필요한 것을 한단어와 제스추어를 써 영어로 표현함
학반에서의 토의 시간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제스추어를
통해 반응함
 학반내에서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참여함
 가이드를 해주면 간단한 물건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음
 가이드를 해주면 영어 단어나 문구를 따라할 수 있음.
 한단어나 짧은 문구를 모방하여 따라함
 가이드를 해주면 한 단어나 흔한 문구정도를 말함
☺ 영어를 배우려는 열정을 보임








상당히 향상되는 단계)

Becoming Competent(

Early Acquisition(

이야기나 학반내의 지시사항 정도를 따라가기 시작함
두 단계의 지시사항을 따름
한 단어나 문구 정도로 인사에 응답함
간단한 질문에 한 단어로 대답하기 시작함
필요한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기초적인 정보를 주기
시작함 (에를 들어 , “I’m fine” and “this car”)
 약간의 가이드와 함께 학반의 토의에 말로 참여함
 기초적인 수업 어휘들을 사용함
 약간의 가이드와 함께 매일의 학급내와 학과내의 언어를
이해함
 새로운 영어 단어들과 문구들을 분명하게 따라하기 시작함
 짧은 문구와 간단한 언어 패턴을 사용하여 의사를 전달하기
시작하며, 핵심 단어만을 나열하는 식의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냄 (예를 들어, “I want to go shop buy toy.”)
☺ 영어를 연습하고 새로운 단어와 문구를 시도함






Becoming Fluent (

영어로 말하는 것을 주의깊게 듣기 시작함
여러단계의 지시 사항을 따름
남과 어울려 놀때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구(phrases)를 사용하여 인사에 응답함
간단한 질문에 대해 한 단어 이상을 써서 대답함
약간의 가이드와 함께 토의시에 여러 다른 종류의 언어
기능을 사용함 (예를 들어 예상, 묘사 등)
 약간의 가이드와 함께 학급의 토의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과 평가를 제시함
 매일의 학급내와 학과내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함
 전후관계나 주변상황과 연관되지 않은 어휘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함
 영어를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
 짧은 문구와 간단한 언어 패턴을 사용하여 의사를 전달함
 연결된 화법을 사용하기 시작 (예를 들어, “Yesterday I go







pool and I swam.”)

능숙해지는 단계)

그룹 토의에 기여하기 시작하며 토의동안에 자신의 의견이나  영어로 말하는 것을 주의깊게 들음
평가를 제시함
 타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함
 약간의 가이드와 함께 구두정보를 나름대로 부연설명함
 구두정보를 나름대로 부연설명하기 시작함
 남과 어울려 놀 때 영어를 사용함
 교육과정에 걸쳐 각 각 다른 목적과 대화자에 맞는 적절한
 보다 복잡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시작함
언어를 사용함
 스스로 필요한 바를 표현하고 정보를 줌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답함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기위해 질문을 하기 시작함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기 위해 질문을 함
 공부 중에 복잡한 언어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함 (예를 들어,  각각 다른 목적과 청중에 적합한 형식과 스타일의 언어가
가설을 세우고 추론을 함)
있음을 의식하게 됨
 그룹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함
 추상적인 단어 및 과목분야의 전문 용어 를 사용하면서 좀
더 광범위한 어휘를사용하기 시작함
 추상적인 단어 및 과목분야의 전문 용어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좀 더 광범위한 어휘를 사용함
 반복하고, 고쳐 말하고, 확인을 하면서 수업언어와 학과내의
언어를 이해함
 학급내, 학과내의 언어를 거의 정상적인 속도로 이해함
 영어를 명확하게 말함
 영어를 원어민수준에 근접하게 유창하게
말함;주저함으로써 의사전달을 방해하지 않음
 구, 절,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예를 들어, “next” ㅇ와
“then”) 를 사용하여 좀더 길고 복잡한 말을 함
 적절하게 높낮이나 강세를 사용하여 다양한 스피치를 하기
시작함
 질문을 할 때 올바른 형식을 사용하기 시작함
 질문을 할 때 올바른 형식을 사용함
 현재, 과거,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 올바른 동사 시제를
사용하기 시작함
☺ 자신감있게 말하고 새로운 어휘를 유연하게 사용함
☺ 언어 실력과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에 흥미를 보임
 듣고 이해하기
 구두 표현
 발음과 유창함
 어휘
 문법


익숙해지는 단계)

Becoming Familiar(

능숙한 단계)

Fluent (

학급 토의에 자신의 아이디어와 적절한 제안으로 기여함
구두정보를 독자적으로 부연설명함
공부중이나 놀며 어울릴 때 능숙히 의사교류를 함
모든 과목 분야에 능숙히 참여하고 활동함
나이에 맞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표현하기위해 추상적이고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며, 독자적으로 언어의 모든 범위의
기능을 사용함
 그룹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함
 원어민 수준으로 광범위한 학급내, 학과내의 언어를 이해함
 원어민 수준에 근접하게 어휘 사용을 함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말함
 독자적으로 적절하게 높낮이나 강세를 사용하여 다양한
스피치를 함
 적절히 연결된 화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광범위한 언어
패턴과 복잡한 혼합 시제를 사용함 (예를 들어, “Tomorrow I






will be going on a long trip and I will see my good friend.”)

☺

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