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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회 다국어 말하기 대회)
T T O O LL   App  App   ContestContest

TOL_Viewer를 활용하여 

원생 개인이나 반 전체의 다국어 구사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김

으로써 다국어 전문교육기관의 히스토

리를 갖춰갈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

과 교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가

치를 만들어가고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TOL_App에 촬영된 모든 원생과 교사들의 영상은 외부 유

출을 하지 않으며 대회용과 내부 홍보용으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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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_Viewer 기능을 활용하여 3개월간의 원생의 다국어 

구사능력이 향상되는 변화 과정을 영상으로 잘 남겨진 원

생과 이 변화 과정을 잘 코칭한 교사에게 주는 상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용

KK

              

AWARD

STORY

TOL_Viewer_진도관리_개인평가와 영상관리를 잘 활용해주세요. 

1. TOL_Viewer에서 진도관리 메뉴를 클릭하고 11월에 해당되는 코스명에서 개인평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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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매월 다국어 구사능력 변화과정이 뚜렷한 원생

• 변화해가는 원생의 이야기와 교사의 코칭 과정 

• 과정과 결과가 의미가 있는가? 

2. 11월부터 내년 01월까지 매월 1회 노란색 박스안에 있는 주황색 박스에 있는 단어 개수와 문장 개수를 입

력합니다. 매월 원생마다 몇 개의 단어와 문장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매월 요일별로 1~2명

씩 놀이나 활동을 통해 영상을 남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3. 영상관리 메뉴에서 매월 몇 개의 단어와 문장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기록을 남겨주세요. 

영상은 <놀이중심 수업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TOL_Viewer를 통해 매월 개인평가와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하시고, 3개월간 가장 다국어 구사능력이 향상

된 원생의 평가와 기록을 ‘TOL App Contest 참가 확인서’에 작성하여 지정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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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_Viewer 기능을 활용하여 3개월간의 해당 반 전체

의 다국어 구사능력이 향상되는 변화 과정을 영상으로 잘 

남겨둔 교사에게 주는 상입니다.  

TT STORY

   
     AWARD

TOL_Viewer_진도관리_개인평가와 영상관리를 잘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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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부터 내년 01월까지 반평가를 클릭하여 <큰소리 리듬읽기>,<메타인지향상 말하기 활동>에 대한 평

가를 매월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반 평가에 대한 관련 영상을 영상관리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상은 <Lesson 수업영상

>, <놀이중심 수업영상>, <Review 수업영상>, <챈트 수업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TOL_Viewer를 통해 매월 2회 이상 반평가와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하시고, 3개월간 반 전체가 다양한 활동

을 한 영상들과 반 전체가 다국어 구사능력이 향상된 평가와 기록을 ‘TOL App Contest 참가 확인서’에 작성

하여 지정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 T-Story Award는 원생들과 교사가 다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 많이 필요한 만큼 교사분들에게 많

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심사기준

• 매월 다국어 구사능력 변화과정이 뚜렷한 클래스 

• 교사와 원생들의 다양한 다국어 활동(과정)_특정한 놀이활동이 

매월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과정

• 반 전체 활동 결과물_ 3분 이내로 다양한 다국어 놀이활동을 능

숙하게 하는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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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EE STORY

3개월간의 원 전체의 다국어 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교육기관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E-Story Award는 이제까지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육기관의 노력을 고스란히 영상으

로 담아냈으면 합니다.

 

1. 원장님과 교사와의 다국어 회의 과정

2. 원생과 클래스안에서 다국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들의 생동감 있는 모습들 

3. 집-교육기관-집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다국어 활동

4. 원장님과 학부모 운영위원에서 다국어에 대한 논의 과정 

5. 교육기관과 학부모 모두가 함께 다국어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 등의 내용이 영상에 담겨졌으면 합니다.

6. 완성된 영상은 toleducation@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심사기준

• 교육기관 구성원(원생과 교사 그리고 원장) 모두가 ‘언어는 생활이며 문화’

라는 인식이 잘 표현되고 있는지

• 다국어 활용을 위한 교육기관과 가정이 연계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 행사를 위한 노력이 아닌 문화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제 2회 다국어 말하기 대회’활동을 통해 교육기관이 명실상부한 ‘다국어 전문

교육 기관’이라는 입지를 다져서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의 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를 기원합니다. 



 

TOL App Contest 참가 확인서_ 작성예시 

기본 정보 

교육기관 명 TOL유치원(어린이집) 반 명 씨앗반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교사 명 김 진 구  

참가분야 K-story T-story E-story 연락처 010 – 3523 - 9959 
 

Story-information(참가분야 정보) 

No. 원생(추천원생) TOL_Viewer 영상 촬영 제목 및 날짜 내용(개인평가에 해당하는 영상) 

1 김윤우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1-11-08) 30초 말하기, 단어 10, 문장 5 

2 김윤우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1-11-16) 동문서답 말하기, 단어 12, 문장 7 

3 김윤우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1-11-25) 1일 다국어 선생, 단어 15, 문장 9 

4 김윤우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1-12-04) 1분 말하기, 단어 20, 문장 13 

5 김윤우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1-12-13) 앵무새 말하기, 단어 30, 문장 19 

6 김윤우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1-12-20) 1분 말하기, 단어 38, 문장 21 

7 김윤우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2-01-10) 1분 말하기, 단어 45, 문장 30 

8 김윤우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1-01-20) 1분 말하기, 단어 50, 문장 33 

9 김윤우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1-01-30) 앵무새 말하기, 단어 55, 문장 40 

    

코칭 과정과  

느낀 점 

윤우가 평소에 한국어도 잘 하지 않았는데, 올해에 다국어를 접하면서 조금씩 

언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조금씩 다국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서 자신감이 생기더니 스페인어를 부쩍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스페인어를 하

면서 한국어로 말하는 모습도 더 자주 보게 되더군요. 언어가 아이의 사회성에 

도움을 준 것 같았고, 씩씩하게 스페인어를 말하는 모습이 좋아서 영상을 남겨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월      일 

 

 



TOL App Contest 참가 확인서_ 작성예시 

기본 정보 

교육기관 명 TOL유치원(어린이집) 반 명 씨앗반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교사 명 김 진 구  

참가분야 K-story T-story E-story 연락처 010 – 3523 - 9959 
 

Story-information(참가분야 정보) 

No. TOL_Viewer 영상 촬영 제목 및 날짜 내용(반평가에 해당하는 영상) 

1 씨앗반 Lesson 수업영상(2021-11-08) 큰소리 리듬읽기(1-3단계) 

2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1-11-10) 앵무새 말하기, 30초 동문서답 말하기 

3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1-11-14) 다국어 징검다리, 폭탄 돌리기  

4 씨앗반 Review 수업영상(2021-11-20) 박수치며 듣고 따라하기 

5 씨앗반 챈트 수업영상(2021-11-28) 스페인 동영상 따라하기 _ 1차 

6 씨앗반 Lesson 수업영상(2021-12-04) 큰소리 리듬읽기(1-3단계) 

7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1-12-14) 다국어 징검다리, 45초 동문서답 말하기 

8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1-12-19) 다국어 기차 놀이, 보리 보리 쌀 

9 씨앗반 Review 수업영상(2021-12-20) 박수치며 바로 말하기 

10 씨앗반 챈트 수업영상(2021-12-22) 스페인 동영상 따라하기 _ 2차  

11 씨앗반 Lesson 수업영상(2022-01-04) 큰소리 리듬읽기(1-3단계) 

12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2-01-10) 다국어 징검다리, 1분 동문서답 말하기 

13 씨앗반 놀이중심 수업영상(2022-01-15) 어미새 아기새 말하기, 다국어 술래잡기 

14 씨앗반 Review 수업영상(2022-01-20) 다국어 교재 책장 넘기며 따라 하기 

15 씨앗반 챈트 수업영상(2022-01-26) 스페인 동영상 따라하기_ 3차   

반 전체 활동 결과물은 toleducation@naver.com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교사의 소감 

아이들이 영어만 했을 때보다 더 즐거워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중국어와 스페인어를 하는 모습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같은 

놀이도 여러 번 할수록 익숙해지고 다국어가 더 많이 표현되는 것 같아서 신기했

어요.  

 

 

2022년     월      일 

 



TOL App Contest 참가 확인서_ 작성예시 

기본 정보 

교육기관 명 TOL유치원(어린이집)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원장님 성함 김 은 숙 

참가분야 K-story T-story E-story 연락처 02) 8999-0213 
 

Story-information(참가분야 정보) 

No. 다국어 문화 만들기 History  내용(반평가에 해당하는 영상) 

1 다국어 교사 회의 (2021-11-02) 다국어 대회 관련 교사와 미팅 (영상 촬영) 

2 교사와 개별 미팅(2021-11-15) 원생과 클래스별 다국어 활동에 대한 논의(촬영) 

3 일상 촬영 (2021-11-30) 다국어가 생활이며 문화인지 확인하는 과정(촬영) 

4 학부모 운영위원 (2021-12-02) 다국어 가정연계와 협조활동 공유(촬영) 

5 클래스별 다국어 활동 담기(2021-12-09) 원생과 교사간의 다국어 활동 진행 현황(촬영) 

6 학부모 간담회(2021-12-15) 신학기 운영안내 및 다국어 안내(촬영) 

7 연말 행사(2021-12-20) 연말 행사 시 다국어 관련 내용 담기(촬영) 

8 교사와 함께 신학기 운영계획 (2022-01-03) 다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논의(촬영) 

9 다국어 일상 촬영(2022-01-13) 다국어가 생활이며 문화인지 확인하는 과정(촬영) 

10 전체적인 다국어 문화 인식 확인(2022-01-25) 3개월간의 모든 활동 영상 편집 

11   

12   

13   

14   

15   

원내 다국어 문화확산을 위한 영상 결과물은 toleducation@naver.com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원장님 소감 

다국어 동시학습이 어렵게만 느꼈는데, 3개월간 구체적으로 교사와 원생 그리고 학

부모와 소통을 해보면서 다국어를 다문화로 인식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언어를 통

해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22년     월      일 

 



TOL App Contest 참가 확인서 

기본 정보 

교육기관 명  반 명  

주 소   교사 명  

참가분야 K-story T-story E-story 연락처  
 

Story-information(참가분야 정보) 

No. 원생(추천원생) TOL_Viewer 영상 촬영 제목 및 날짜 내용(개인평가에 해당하는 영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코칭 과정과  

느낀 점 
 

 

 

2022년     월      일 

 



TOL App Contest 참가 확인서 

기본 정보 

교육기관 명  반 명  

주 소   교사 명  

참가분야 K-story T-story E-story 연락처  
 

Story-information(참가분야 정보) 

No. TOL_Viewer 영상 촬영 제목 및 날짜 내용(반평가에 해당하는 영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반 전체 활동 결과물은 toleducation@naver.com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교사의 소감  

 

 

2022년     월      일 

 



TOL App Contest 참가 확인서 

기본 정보 

교육기관 명 TOL유치원(어린이집)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원장님 성함 

참가분야 K-story T-story E-story 연락처 

Story-information(참가분야 정보) 

No. 다국어 문화 만들기 History 내용(반평가에 해당하는 영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원내 다국어 문화확산을 위한 영상 결과물은 toleducation@naver.com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원장님 소감 

202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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