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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study EFL students’ reaction toward the concept of a speech community reflected in 

a TV series. Three non-English major students were recruited for the study. Each student was provided with four 

different drama clips which represent four different speech communities. Speech communities provide L2 learners 

with linguistic and cultural knowledge that helps people socialize with others (Schmid, 2016). After the participants 

went through L1 translation activities which helped them to increase their awareness of what an L2 speech 

community is, the participants were given two tests (memorization and selection of relevant expressions) and one 

written interview.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peed of all three participants’ memorization was better after the 

given instruction and they also selected more expressions on the interview test. In the written interview, all the 

participants showed positive attitudes about the use of a speech community. Such results have potential pedagogical 

implications in EFL classrooms. First, the use of a speech community brings abundant context to the relevant scene 

to help memorization, and provides salience to expressions; consequently EFL students can pick up desirable 

expressions. Second, the concept of speech community can integrate both cultural and language matters 

simultaneously. Details will be discussed further in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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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L2 학습자라면 원어민처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로 가서 현장에서 

외국어를 직접 배우려고 한다. 해외로 간다는 말은 그 사회의 대화 공동체(speech community)로 들어가서 

목표어를 배우겠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하면 대화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패턴(general pattern)1 또는 

관습적인 표현(conventional expressions)을 습득하겠다는 의도이다(Labov, 2012). 여기서 일반적인 패턴이란 

대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통일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형태를 말한 것이다. 물론 대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형태들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대화 공동체 안에서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개개인의 언어학적 지식이 축적이 되고 궁극적으로 

언어학적 관습(linguistic conventionality)이 몸에 배게 된다(Schmid & Mantlik, 2015). 목표어의 언어학적 

관습을 배우는 것이 바로 목표어의 자연스러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영어를 배우기 위한 이유로 학습자 모두가 해외에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비용 문제 

외에도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배경 때문에 모두에게 해외로 가는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국내에서 영어권의 대화 공동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EFL 교실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대화 공동체 경험 기회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실수업 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대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문제는 대화 

공동체에 대한 개념과 역할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화 공동체를 

대화의 장으로 인식하는 연구들이 많다(Gilmore, 2007; Luk & Lin, 2006; Saeed 외, 2016).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화 공동체와 대화의 장을 구분하는 연구결과를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측면에서 

두 개의 개념을 구분하고자 한다. 전자에서는 구성원이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사는 곳이고 후자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될 것이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고 대화의 장은 지적인 유희를 위해 

구성원들이 모여든 곳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대화 공동체와 대화의 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겠다. 언어 

습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언어를 이제 막 배우려는 사람들(예, 갓 태어난 어린이2 또는 목표어를 배우는 

L2 학습자)은 공동체의 주민으로부터 언어를 배우게 될 것이다. 한편 대화의 장에서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경험을 하고 결과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자는 

입력(input)이 기반이 되어 있고 후자는 출력(output)이 기반이 된 곳이다.  

이 외에 문화적인 요인도 대화 공동체와 대화의 장을 구분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대화 공동체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물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생활 속에 깊이 자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문화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있다고 하겠다. 대화의 장은 잠시 모이는 곳이므로 

문화적인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다. 결국 교실을 대화 공동체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대화의 장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문화지도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대화 공동체에서는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관습적인 표현을 배울 수 있다. 이 표현 안에 문화가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적으로 문화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대화의 장에서는 문화가 토픽이 되어 강의나 토론을 하게 되면 문화는 

명시적으로 언급되게 된다. 전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invisible culture), 후자를 눈에 보이는 문화(visible 

culture)라고 할 수 있겠다(Hinkel, 2014).  

본 연구의 목표는 관습적인 표현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사용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관습적인 표현을 배울 수 있는 대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 드라마의 대화 공동체에서는 극중 인물들이 주민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발화는 

다양한 관습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화 공동체의 정의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대화 공동체 안에서 영어를 배우면 왜 자연스러운 화법을 익히게 되는지를 살필 것이다.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L2 학습자들의 궁극적인 학습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화 

공동체 안에서의 언어 습득을 살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배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이용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대화 공동체에 가깝게 

접근이 되는지를 언급할 것이다.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사용하여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여러 교사들이 어떤 표현을 무슨 이유로 가르쳐야 하는지 

 
1 일반적인 패턴은 ‘canonical pattern’을 가리킨다.  
2 참조, Tomasello 외 (2005); Tomasello 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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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알아 둘 필요가 있다3. IV. 연구 결과에서는 대화 공동체를 활용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피험자들이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영어를 학습하게 되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다. 본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하여 학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학습하던 

방식과 비교를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실 학습에 대한 제언을 끝으로 본고를 마무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화 공동체의 정의 
 

사람이 모여서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대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된 

관점과 믿음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할 때 대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Morgan, 2014). 교실도 교사와 학생들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 공동체가 된다.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유아도 엄마나 

돌봄이와의 대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많은 기존 연구들의 정의들은 Morgan의 정의보다 언어학적이며 동시에 사회학적이다. Zhan(2013)이 

여러 학자들을 언급하면서 대화 공동체의 연대기적 정의들을 간단하게 기술하였다(예, Fishman, 1971; 

Gumperz, 1968; Hymes, 1974; Kerswill, 1994; Labov, 1972; Lyons, 1970). 그러나 그들의 정의들은 본 연구의 

관심을 훨씬 벗어나고 있으므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교실에서의 대화 공동체는 언급할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EFL 교실이 대화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시각에 따라서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수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gustine 외(2021)는 교실(대화 공동체)을 상호작용을 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는 장소로 

보았다. 그들에게 대화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장소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대화 공동체와 대화의 장을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Huriyah(2015)는 EFL 교실에서 대화 공동체는 

마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 같아야 한다고 말을 한다. 따라서 교실에서는 영어만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 공동체에서는 구성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주민들이 목표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학생들이 영어를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 결국 그도 대화 공동체를 

출력을 강조한 집단으로만 간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교실을 출력을 강조한 공동체로 

간주하는 문헌들이 많이 있다(예, Gilmore, 2007; Luk & Lin, 2006; Saeed 외, 2016).  

Kovacs(2017)는 문화의 내용이 언어를 가르치는데 커리큘럼에 들어가야 하며 교실에서 대화의 토픽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제2 언어를 배우는 것이 목표어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명시적인 문화를 논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문화는 이미 생활 속에 스며들어 가 있기 때문에 문화를 언급할 것이 아니고 생활에서 문화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Hinkel(2014)은 문화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Cultural values: ideas, world-views, attitudes, opinions, principles, and knowledge shared by members 

of a particular society, and not necessarily shared or understood by members of other societies. (p. 38) 

 

이와 같은 문화적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라고 하였다(Hinkel, 2014). 교실에서 의식적으로 문화를 

토픽으로 삼아 대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젖어든 문화를 이해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널 때 파란 불이면 건너고 빨간 불이면 서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규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대화 

공동체에서의 언어 학습이 된다. 예를 들어 빨간 불에 건너려고 했을 때 대화 공동체의 구성원이 ‘빨간 불에는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해 준다면 그 구성원이 해 준 말이 하나의 입력으로 작용하여 언어학습은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대화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기본으로 한 집단이 될 

것이다.  

 

 

 
3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연수 교육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다.  



 

Journal of English Teaching through Movies and Media, Vol. 24, No. 1. (2023) 

A Study of the Role of an Input-Based Speech Community in the TV Series, Good Witch 
  17 

2. 대화 공동체와 언어 발달 
 

L1을 배우는 어린이들의 공간은 대화 공동체이다. 태어나면서 엄마나 유모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언어를 

배워 나간다. 엄마(유모)-L1 유아 사이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공동체는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입력을 제공해주는 원천이 될 것이다. 다음은 

Tomasello(2008)의 말이다.  

 

In the months around their first birthdays, and before they begin acquiring language in earnest, most 

infants in Western culture begin pointing, with some evidence that this is a widespread, if not universal, 

pattern cross-culturally…. Our central question initially is the degree to which, and the ways in which, 

infant pointing shares all the social-cognitive complexities of the adult version of this communicative 

gesture, as just elaborated. Also of interest, of course, are infants’ iconic gestures. (p. 111) 

 

위는 아직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도를 가리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Tomasello(2008)는 어린이는 성인들이 사용하는 동작(gesture)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 그의 예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손가락 동작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엄마나 유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동작은 성인들에게서 단서를 얻은 것으로 

봐야한다.  

이 공동체가 EFL 교실에 시사하는 바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어린이는 대화 공동체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수행한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고 동작을 취할 것이다.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인 

엄마나 유모는 그의 동작을 보면서 의미하는 바를 익혀야 한다. 그래야 다음 번 어린이의 요청에 쉽게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어린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대화전략(예, 손가락 가리키기)을 사용한다. 상대에게 

알리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서 어린이가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마나 유모는 가급적 이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L1 공동체를 L2 환경에서 기대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린이는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L2 학습자는 어린이와 같은 보호는 전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대화 공동체와 L2 발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문헌도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Timpe-Laughlin(2016)이 L2 화용론의 발달과 

관련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화 공동체와 가까운 이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Lantolf와 Thorne(2007)은 언어발달과정은 문화적, 언어학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환경에 참여를 할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환경이 곧 대화 공동체이다. 그리고 환경은 가족, 동년배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가르치는 사람(부모, 교사, 공동체에 오래 산 구성원 등)과 배우는 사람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Vygotsky, 1986).  

대화 공동체에 들어가면 자연스런 표현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대화 공동체가 영어의 사회적 그리고 

화용론적인 차원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뜻일 것이다(Schmid, 2016). Schmid(2016)에 따르면 언어 사용자 또는 

L2 학습자는 대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의 발화에 노출됨으로써 언어학적인 루틴 또는 관습적인 표현을 

배우고 언어학적 지식을 습득한다고 한다. 다만 교실에서 문화적, 언어학적 그리고 오랜 세습과 같은 

가족이나 교육 기관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택한 방법은 사례연구이다. 개개의 학생들이 대화 공동체에 대한 자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관찰과 조사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자각력에 대한 

판단은 피험자들이 선택하는 표현들로부터 자각력의 형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교수자는 자각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강의를 한다. 상황에 따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고 텔레비전 드라마의 장면을 통하여 어떤 발화들이 언급한 가치와 부합되는지를 설명을 한다. 

예를 들어 그 공동체가 여성의 권리를 타당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피험자들은 여성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 권리를 표현하는 발화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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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험자들이 관련된 표현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표현들은 피험자들에게 현저성(salience)을 가진 

것들이 될 것이다. 암기 활동을 시켰을 때 현저성이 높은 표현들은 암기와 기억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험자들의 언어 학습에 효과가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2. 연구 대상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모두 3명의 공대생들이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이다. 이들의 영어 능력은 

토익 점수로는 700점대이다4. 따라서 영어 능력이 토익의 관점에서 중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의 출석이 제일 중요하다. 복습과 예습보다 출석을 중요시 여기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피험자 3명 모두 매 실험에 참석하였다. 한 명이라도 출석을 못할 때는 날짜를 바꾸어 실험을 

하였다. 남학생 A는 가장 성실하다. 복습은 부족하지만 예습은 충실하게 준비를 해 온다. 남학생 B는 복습과 

예습 모두 거의 해 오지 않는다. 그러나 실험에서 활동을 할 때는 열심히 참여를 해서 결과를 끌어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여학생 C는 복습은 하지 않고 대신 예습은 해 오는 편이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자막이 있어서 

예습을 주로 자막에 의존해서 한다.  

피험자들이 수업 준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활동을 하는 것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텔레비전 드라마 

대본을 해석하는 활동에서는 교사가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예습에 상관없이 피험자들을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출석만 해 주면 실험은 가능했기 때문에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적합한 학생들이라고 판단된다.  

 

3. 교재 
 

본 실험에서 사용한 교재는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 굿 위치(Good Witch, Lynd, 2015) 시즌 1, 에피소드 2이다. 

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는 대화 공동체에 대한 자각력을 키우는데 적절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대화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힘을 자각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굿 위치의 배경은 작은 마을 미들톤(Middleton)이다. 미들톤이라는 타운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는 아니다. 

실제로 촬영은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에 속해 있는 해밀톤(Hamilton)이다. 물론 이곳에서만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해밀톤을 배경으로 하였다(Roy, 2020).  

허구 속에서 존재하는 미들톤은 작은 마을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대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주인공 

캐시(Cassie)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캐시의 따스한 마음에 하나로 뭉쳐서 생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마을에 샘(Sam)이라는 의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시의 차를 마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였고 현대의학에 대한 불신으로 한 동안 샘을 멀리하기도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의 의사에 대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대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개의 작은 대화 공동체로 나뉜다. 대화 

공동체 안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적합한 텔레비전 드라마로 사료되어 교재로 

선택하였다.  

 

4. 절차 및 활동 
 

본 연구를 위한 실험은 일주일에 한 번을 시행하고 한 번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총 

3개월동안 시행을 하였다.  

목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첫 번째 활동은 강의이다. 교사는 대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다. 

교사는 대화 공동체와 대화의 장의 차이를 설명하여 대화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강조한다.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전자는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동안 머문 곳이다. 반면에 후자는 구성원들이 잠시 

모였다가 해산하는 곳이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두 개념은 같다고 볼 수가 없다. 대화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그 곳의 주민이다. 언어적으로 원어민이다. 대화의 장의 구성원들은 이해 관계로 잠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원어민일 필요가 없다. 언어 활동적인 측면에서도 두 집단은 다르다. L2 학습자가 대화 공동체에 

들어가면 입력 활동(input activities)이 주가 된다. 주민들이 하는 말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언어를 배우는 

 
4 피험자들이 정확한 점수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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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대화의 장은 반대로 출력 활동(output activities)을 하는 곳이다. 아젠다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활동은 해석이다. 해석은 화용론적으로 L1에 적절하도록 진행을 한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일단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우리의 어법에 맞는지 판단을 하게 한다. 맞으면 화용론적인 해석이 된 것이다. 

사용 기반 접근(usage-based approach)에서는 언어학적 단위는 형태와 의미가 짝지어진 것이다. 이 때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문맥적으로 적합한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L1의 화용론적인 어법에 

맞아야 의미가 될 것이다. 이 활동에서 화용론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므로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intervention)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활동은 암기이다. 교사가 강의를 하고 교사와 피험자들이 형태와 의미 짝짓기를 끝내면 암기를 

한다. 암기 장면은 모두 4개이다(Appendix 참조). 암기는 단순히 기억만을 하는 활동이 아니다. 암기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시도가 필요하므로 암기가 끝나고 나면 형태와 의미의 짝짓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 활동은 관습적인 표현을 찾아내는 일이다. 제일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번역 활동과 

연계가 되는 활동이다. 문장을 번역하고 그 번역이 우리말의 어법과 맞으면 그 문장은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느 것이 관습적인 표현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방식은 관습적인 

표현을 쉽게 찾게 해 준다. 또한 피험자들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장면들을 각각 하나의 대화 공동체로 

간주하고 이 집단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다. 피험자가 결정한 가치관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선택을 한다.  

모든 활동을 종료한 후 피험자 소견을 한다. 피험자들이 느끼는 것이 연구자의 의도나 기대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피험자들은 과거 그들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활용한 경험과 이번 활동의 참여를 

비교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평가 
 

본 사례 연구는 지극히 주관적인 작업이어서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간다. 피험자들이 

장면마다 느끼고 있는 점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일 뿐이다. 사례 연구에서 보고자 한 것은 대화 공동체에 대한 

자각력이 그들이 장면에서 표현을 선택하는 작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가를 관찰할 뿐이다.  

대신 피험자들이 본 사례 실험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한다. 그들이 평소에 학습하던 것, 즉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가지고 학습하던 것과 실험에서의 학습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서면으로 언급하도록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실험 전후 암기 테스트 결과 및 분석 
 

TABLE 1 

Test Result of Participant A 

Scene 
Before instruction After instruction 

Time5 Error Time Error 
1 50 sec. 0 30 sec. 1 
2 1 min. 27 sec. 2 1 min. 2 sec. 1 
3 1 min. 9 sec. 0 47 sec. 0 
4 1 min. 4 sec. 0 38 sec. 0 

 

위의 Table 1에서 보듯이 피험자 A는 실험 후의 암기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일반적으로 암기를 

하려면 암기 내용의 줄거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대화 공동체의 개념이 피험자 A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개의 장면에 담긴 발화의 수는 장면 1, 3, 그리고 4는 13개이고 장면 2만 16개이다. 장면의 내용은 1번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것이고 2번은 축제 준비하는 과정이고 3번은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것이고 4번은 연애 

조언을 받는 것이다. 장면에 친숙한 정도는 대략적으로 4 → 1 → 3 → 2로 될 것 같다.  

 
5 Time은 피험자들이 암기하는데 소요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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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A의 암기 속도를 보면 대화 공동체에 대한 강의를 받기 전에는 1 → 4 → 3 → 2로 되어 있다. 강의를 

받고 나서도 같은 순서가 유지되고 있다. 1번의 자녀 교육이 4번의 연애 조언보다 친숙한 장면이었나 보다. 

대화 공동체의 강의를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암기 속도에 변화는 주었으나 속도 순서에는 변화를 주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TABLE 2 

Test Result of Participant B 

Scene 
Before instruction After instruction 

Time Error Time Error 
1 52 sec. 0 44 sec. 1 
2 1 min. 27 sec. 1 1 min. 13 sec. 1 
3 1 min. 5 sec. 2 59 sec. 1 
4 1 min. 1 41 sec. 1 

 

위의 Table 2에서 보듯이 피험자 B의 경우를 보면 강의를 받기 전의 순서가 1 → 4 → 3 → 2 이었다. 놀랍게도 

피험자 A와 같은 순서를 보이고 있다. 강의를 받고 나서는 4 → 1 → 3 → 2로 변화가 있었다. 2번과 3번은 

특정한 상황이어서 변화가 없었으나 1번과 4번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대화 공동체이어서 순서가 바뀌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사실 장면마다 사용된 어휘나 표현이나 문법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 속도에 차이를 

보여준 것은 낯선 정도가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용된 언어보다 장면의 내용이 학습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TABLE 3 

Test Result of Participant C 

Scene 
Before instruction After instruction 

Time Error Time Error 
1 1 min. 29 sec. 3 1min. 6 sec. 1 
2 2 min. 6 sec. 6 1 min. 30 sec. 3 
3 1 min. 28 sec. 1 1 min. 18 sec. 0 
4 1 min. 2 sec. 5 50 sec. 1 

 

위의 Table 3에서 보듯이 피험자 C는 강의 전의 속도가 4 → 3 → 1 → 2이다. 축제 준비의 상황은 모든 

피험자들에게 암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4번이다. 피험자 C는 여학생이었는데 

4번의 내용이 연애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녀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것 같다. 그러나 실수의 측면에서는 4개나 

되었고 심지어는 한 문장은 생략을 하는 실수를 했다. 친숙한 내용이라 서둘러 암기를 한 것이 실수의 요인이 

아니었나 추측해 본다. 다른 하나는 3번의 병원이다. 여기에서는 병과 관련된 어휘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도 

특수한 어휘가 없는 1번보다 1초 빨리 암기를 했다. 실수도 2번의 병원에서는 한 개 밖에 없던 것이 피험자 

C의 특수한 관심을 암시해 주는 것 같다.  

강의를 받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암기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나 순서에서는 4 → 1 → 3 → 2이었고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요약하여 보면 친숙한 장면, 즉 친숙한 대화 공동체가 학습에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2번과 같은 낯선 

축제와 관련된 대화의 암기는 모든 피험자들이 힘들어 했다. 1번이나 4번과 같은 대화 공동체에서는 암기를 

쉽게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험자 A는 대화 공동체 강의를 받은 후 암기 속도가 전광석화와 같았는데 

강의가 내용의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암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실험 전후 대화 공동체 인식 변화에 대한 결과 및 분석 
 

이번에는 강의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대본의 발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치관 도입(instruction value)’은 대화 공동체가 어떤 통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지면 

관계상 각 번호 마다 첫 번째 것만 제시한 발화를 보여주고 나머지는 개수 만을 괄호에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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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Participant A’s Speech Community 

Scene Instruction 
Description of each 
speech community 

Expressions Instruction values 

1 

Before 

Neighbors’ children 
in their puberty 

-I’ll send him home.  
-Nah, It’s okay.  
-It’s not like he’s roaming the streets. 
-He’s got adult supervision from an 
adult he actually likes. 

None 

After 

Neighbors’ children 
in their puberty 

-I’ll send him home.  
-Nah, It’s okay.  
-It’s not like he’s roaming the streets. 
-He’s got adult supervision from an 
adult he actually likes. 
-He’s grounded. 

-Meaning of visiting neighbor’s 
children 
-Being grounded is a strict form of 
penalty. 
-Grounded penalty is still valid even 
though the child is with the 
neighbor’s adult.  

2 

Before 
In company (boss 
and employees) 

Presented 3 expressions None 

After 
Getting ready for a 
festival 

Added 4 more expressions in “Before 
instruction” 

-The Mayor has interest in the 
town’s future and the police chief is 
interested in the day of festival. 

3 

Before Hospital Presented 7 expressions None 

After 

Clinic Expression was the same as “Before 
instruction”. 

-Being friendly to patience as a 
doctor 
-Telling the doctor about their 
symptoms 

4 
Before Advice Presented 3 expressions None 

After 
Dating advice Expression was the same as “Before 

instruction”. 
-A cautious consulting 
-Nice and motivational consultant 

 

위의 Table 4에서 보듯이 1번의 공동체에서 피험자 A는 4개의 표현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강의를 받고 

나서는 5개의 표현이 관련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2번에서는 강의 전에는 3개의 표현을 제시하였는데 강의를 

받고 나서는 7개의 표현을 제시하였다. 낯선 공동체가 되어서 처음에는 어떤 표현을 골라야 할 지 몰랐다가 

강의를 받고 나서는 2번의 공동체에서의 가치관도 언급을 하고 표현도 4개를 추가하는 발전을 보였다. 3번은 

병원이다. 강의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도 선택한 표현들은 변함이 없었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언어 표현은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4번에서 연애와 관련된 조언을 받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 것 같다. 모두 3개의 표현을 골랐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대화 공동체가 언어 표현에 대한 현저성을 높여 주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현저성이란 

예를 들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무리에서 한 사람이 노란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노란 옷은 쉽게 눈에 띈다. 

이것을 현저성이라고 한다(Ellis, 2016). 이와 같은 현저성이 대화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험자 A는 장면 1과 장면 2에서 선택한 표현의 수가 늘었다. 대화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눈에 보이는 표현들이 증가했다는 뜻일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체와 친숙하면 어떤 표현들이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지 기대하게 된다(Boswijk & Coler, 2020).  

 

TABLE 5 

Analysis of Participant B’s Speech Community 

Scene Instruction Description of each 
speech community 

Expressions Instruction values 

1 

Before 

Neighborhood -I’ll send him home. 
-It’s not like he’s roaming the streets. 
-He’s got adult supervision from an 
adult he actually likes. 

None 

After 

Education for a 
puberty child 
Puberty 

-I’ll send him home. 
-It’s not like he’s roaming the streets. 
-He’s got adult supervision from an 
adult he actually likes. 
-He’s grounded. 

None 

2 
Before 

Event organizer and 
coordinator 

3 expressions were presented. None 

After Event organizer and 
coordinator 

3 expressions were added and only one 
expression from “Before instruction”.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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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fore Doctor and patient 3 expressions were presented. None 

After 
Doctor and patient 3 expressions were added and 2 

expressions from “Before instruction”. 
None 

4 
Before 

Consultant and 
consultee 

2 expressions were presented. None 

After Trouble consulting Expression was the same as “Before 
instruction”. 

None 

 

위의 Table 5에서 보듯이 피험자 B는 장면 1과 장면 2 그리고 장면 3에서 대화 공동체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선택한 표현의 수를 늘렸다. 2번과 같이 낯선 상황에서는 대화 공동체를 이해하고 나서 선택하는 

표현들을 완전히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낯선 상황이라 어떤 표현들이 예측이 가능한 것인 지를 모르고 

있다가 강의를 들은 후 예측이 가능한 표현들을 짐작하게 된 것이다. 장면 3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면이 병원이라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피험자 B가 예측한 것 보다 예측의 범위가 넓었다. 예를 들면 

병원이다 보니 증상들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피험자 B는 증상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표현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증상들을 선택하다 보니 선택의 폭이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었다.  

 

TABLE 6 

Analysis of Participant C’s Speech Community 

Scene Instruction 
Description of each 
speech community Expressions Instruction values 

1 

Before 

Neighborhood -He’s grounded. 
-I’ll send him home. 
-He’s got adult supervision from an 
adult he actually likes. 

None 

After 
Neighborhood 1 expression was added, and only one 

expression from “Before instruction”. 
-Being grounded 
-Runaway 
 

2 
Before In company (Boss 

and employees) 
2 expressions were presented. None 

After 
Company 
community 

2 expressions were added, and only one 
expression from “Before instruction”. 

-Different perspective of the 
festival 

3 
Before Doctor & patient 3 expressions were presented. None 

After 
Clinic 3 expressions were added, and 3 

expressions from “Before instruction”. 
None 

4 
Before Advice 2 expressions were presented. None 

After Advice 2 expressions were added, and 2 
expressions from “Before instruction”. 

None 

 

위의 Table 6에서 보듯이 피험자 C는 장면 1에서 강의를 듣고 난 후 오히려 선택한 표현의 수가 줄어 들었다. 

이 외에 다른 장면들에서는 표현의 수가 증가를 하였다. 특히 장면 3(병원)에서는 강의 전 3개의 표현이 강의 

후에 6개로 증가를 했다. 강의를 듣고 나서 대화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자리를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장면 4(연애 상담)이다. 피험자 A와 피험자 B와 비교를 해 보면 피험자 C가 상대적으로 많은 

표현들을 선택을 했다. 피험자 A는 3개, 피험자 B는 2개이지만 피험자 C는 4개의 표현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험자 C가 여성이어서 연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 본다.  

요약하여 보면 대화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지도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 전과 강의 후에 선택한 

표현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표현들을 바라보는 현저성을 높여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화 공동체에 대한 지도는 낯선 장면을 친숙하게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장면 2는 모두에게 낯선 상황이었는데 강의를 접하고 나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교실에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이용을 할 때 교사는 낯선 장면들에 대한 문화적인 소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대화 공동체 사용에 대한 피험자 소견들 
 

실험을 하고 나면 피험자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교사의 입장과 학생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질문은 “평소 영어학습시 텔레비전 드라마를 사용한 방식과 이번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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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articipants’ Comments on Speech Community 
Participant Comments 

A Became more active in learning through movies.  
I began to understand that movie’s speech community is needed for myself.  
Showing interest in movie characters is something I really needed too.  
However, specifying too much of the speech community wasn’t a good idea when trying to focus on 
studying.   

B Before considering about speech communities, memorizing expressions and vocabularies were 
meaningless. I couldn’t use them well enough in speaking or writing. However, after considering the 
concept of speech communities, each expression started to have meaning in specific situations which 
made it easier to memorize and use. I believe that in the future I can memorize better with knowing the 
concept of speech communities.  

C First, speech community helps with memorizing expressions.  
Second, speech community helps with studying English. 
Third, speech community changes the perspectives when watching a movie.  

 

위의 Table 7에서 보듯이 피험자 A는 대화 공동체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의 학습 방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다. 예전에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이용하던 때와 다르게 극중 인물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하고 어떤 장면이 자신에게 필요한 곳인지를 판단도 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화 공동체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언어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을 보면 피험자 A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법이 새로운 것은 인정하지만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험자 B는 대화 공동체를 활용한 방식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본 것 같다. 대화 공동체 개념은 사용된 

표현들에 풍부한 문맥을 제공하여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 공동체 

개념이 표현마다 사용된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었다.  

피험자 C는 3개의 이유를 들면서 대화 공동체 개념을 활용한 학습은 좋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영화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은 대화 공동체 개념을 교실에 적용하려는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여 보면 피험자 B와 피험자 C에게는 대화 공동체 개념의 활용이 학습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피험자 A는 새로운 학습법은 인정하지만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본 실험이 참여한 피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에 교실에서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V. 결론 
 

본 연구의 출발점은 학생들이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했을 때 어떤 표현들 중심으로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이다. 교실에서 영화를 사용할 때는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표현들이 통일감을 

줄 필요가 있다. 모든 학생들이 수긍하는 표현들이어야 지도가 가능하고 평가도 타당해질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대화 공동체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대화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표현들로 모여진 집합체이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라는 대화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의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물건 값을 계산하는 행위, 찾고자 

하는 물건의 위치를 점원에게 묻는 행위 등 예상이 가능한 표현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표현들을 중심으로 지도를 한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지도가 될 것이다.  

3명의 피험자들을 이용하여 두 가지의 테스트를 하였다. 첫 번째는 암기였다. 대화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지도하기 전과 지도한 후로 나누어 암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한 것이다. 결과는 지도 후에 

암기 속도가 모두 빨라졌다. 같은 장면을 암기를 하였으므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테스트에서 주목한 것은 낯선 대화 공동체와 친숙한 대화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다. 장면 2와 같은 공동체는 

피험자 모두에게 낯선 것이었는데 대화 공동체에 대한 지도를 받아도 속도면에서 다른 장면들보다 늦었다. 

이 결과는 교사들이 장면을 선정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장면을 

수업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 테스트는 각 장면마다 눈에 들어오는 표현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역시 강의 전과 강의 후로 

나누었다. 대화 공동체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는 전보다 많은 표현들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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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주는 암시가 있다고 하겠다. 교사는 장면마다 관련된 대화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배경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에서 문화교육을 시켜야 

하는 지는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화 공동체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는 관련된 문화를 

지도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대화 공동체에 대한 강의는 학생들이 영화 표현에 대한 현저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강의 후에 선택한 표현의 개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설문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피험자 3명 모두 대화 공동체를 활용한 학습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피험자 B의 호응이 제일 높았고 다음은 피험자 C 그리고 마지막은 피험자 

A였다. 모두 암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특히 영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이는 

연구목표가 교실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추후에는 30명 이상의 실험을 

통해 대화 공동체 개념의 활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실험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효율적으로 학습에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실험이 끝난 후 피험자들이 선택한 표현들에 대한 이유와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 

방안 제시에 대한 보람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대화공동체 개념을 이용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영화나 

드라마를 언어를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가 영어 학습교재로서의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믿음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EFL 

교실에서 영화나 드라마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재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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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Speech Community 1: Talk Among Parents (Number of Utterances: 13) 

Scene 2 
(Sam is walking down the street trying to find Nick) 
Sam: Nick! Nick! 
Cassie: He’s at my house. 
Sam: (SIGHS) He’s supposed to be at his house.  
Cassie: Oh, he didn’t tell me that. 
Sam: He’s grounded.  
Cassie: Didn’t mention that either. But I sensed he was hiding something.  
Sam: Nah, what you call hiding, I call lying. Sorry. It’s been a rough couple of weeks. 
Cassie: I’ll send him home.  
Sam: Nah, it’s okay. It’s not like he’s roaming the streets. He’s got adult supervision from an adult he actually likes. 

 

Speech Community 2: Preparation of Town Festival (Number of Utterances: 16) 
Scene 3 
(Martha is getting ready for the festival. Derek the police chief is working on the banner.) 
MARTHA: No, no, no! The banner will be the first thing that people see when they enter Middleton. You do not get a second 
chance... 
BOTH: At a first impression. 
Martha: Our banner must be majestic. It must wave and announce, not block and annoy. 
Derek: Annoy?  
Martha: Yes. When people literally run into the banner, they will be annoyed. 
Derek: You know, it’s a fun run, and dance. 
Martha: Look what our centennial did for us a few years back. Why, this festival could be a game changer for Middleton. I 
mean, who knows what might come next? A food festival, a jazz festival. (GASPS) Maybe even a film festival. I have big 
plans for this year, and they all start and end on the success of the Heritage Festival. 

 

Speech Community 3: A Talk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Number of Utterances: 13) 
Scene 7 
(clinic) 
Sam: Oh, hello there.  
Ryan: Hey,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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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What brings you in today? 
Ryan: I’m just having a little trouble with my left knee. (SIGHS) I just don’t want to be out of commission for the big race. 
You’re new in town, so you probably don’t know that I’m undefeated, but this is what happens when I overtrain. It’s fluid 
retention, but it’s not infected. I know what that feels like, so I don’t need antibiotics, but I thought I’d... 
Sam: Do you mind if I take a look at it?  
Ryan: Yeah, go ahead. 

 

Speech Community 4: Counseling (Number of Utterances: 13) 
Scene 8 
Cassie: Do you have a problem? 
Derek: Uh, kind of. Hey, Cass, do you think... Do you have something that might be able to help me out with women? 
Cassie: Help? 
Derek: Well, I’ve had a lot of first dates lately, but not a lot of second dates. 
Cassie: Ah! I sense that you have a vacancy in your life that’s about to be filled. 
Derek: Yeah? Okay. (CHUCKLES) And I don’t need anything? 
Cassie: Everything you need for love, you already possess. 
Derek: Thanks, Cass.  
Cassie: Any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