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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he teacher in the EFL context is a key to success for the improvement of 

learners' English abilitie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how to improve English 

teacher education system in Korea to cultivate competent English teachers. However, 

few attempts were made to examine how the English teacher education system in 

general has changed in the last few decades. This study aims to revisit the English 

teacher education system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teacher education models. For 

this, the pre- and in-service English teacher education research and progr없ns are 

reviewed and analyzed. At least two new changes are recognized. The current pre

service program has become more English education oriented compared to past 

programs. In the in-service program, a new perspective of ”teacher development" has 

been adopted to emphasize teachers' self-reflection. Several practical ideas were 

suggested for both pre- and in-service English teacher education programs so as to 

meet teachers' needs and the changes in the Korean EFL environment. 

Keywords: 교사개 발(teacher development), 예 비 교사교육 (pre-servic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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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는 상식적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교사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 

• 본 연구는 2013년 한국영어교육학회 SIG 학술대회에서 기조 발표한 내용을 보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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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컴퓨터나 다른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대신함으로써 더 이 

상 교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교사는 학 

생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선별하여 수집하고 적정화 시키는 역할과 기 

능을 수행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사는 교육적 변화와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필수적 요소 

라는 Hargreaves와 Fullan(l 992)의 주장처럼 학교영어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 

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특히, 일상생활에 

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기회가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 유 

능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이라 할 수 있다. 

영어는 이미 세계어로서 위상을 정립한 지 오래되었고 최근에는 영어를 효 

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영어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45년 해방과 함께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영어 

교육이 시행된 이후 교육의 효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 

며, 비록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영어교사의 질 제고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 왔다. 

최근에는 2008년 정부가 발표한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 방안”에서 영어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어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원 

양성 및 임용, 그리고 연수과정에 있어서의 변화를 도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 연구에서 교사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고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나 이를 토대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 

도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교사 교육 체계, 즉 양성 및 임용, 연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영어과 교사교육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어과 교사교육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밝히 

고 앞으로 영어과 교사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대한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영어과 교사교육 

교사교육이란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요 

소 중 하나인 교사의 질을 높이려는 전반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 

난 수십 년 간 영어교육 분야에 있어 상당한 연구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수업방법이나 기술 등에 관한 연구와 비교할 때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Lange(1990)는 연구적 관점에서 제 2언어 교사 개발에 매우 적 

은 관심이 주어졌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남순(2006)은 이전 10년 동안의 영어 

교육학 관련 쥬요 학술지 4개k 영어교육, 외국어교육、 응용언어학, 초등영어교육1 

를 검토한 결과, 게재된 논문 2,000여 편 가운데 교사교육에 관한 논문은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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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편으로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교 

육행위에 있어서 교사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외에서 교 

사교육의 인식론적 또는 방법론적 이슈틀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많이 진행되 

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영어교육, 외국어교육, 

영어교육연구, 초등영어교육에 게재된 전체 논문 507편을 분석하여 교사교육 

관련 논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38편의 논문이 교사교육에 관한 주제를 다루 

고 있어서 전체 논문의 7.5%을 차지하여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것에 비해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시기의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가장 특정적인 변화는 교 

사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교과지식과 교수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교사를 훈련 

(training)시키는 외부적, 물리적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교수활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의식 변화를 목표로 교사 자신의 내부적 변화를 유도하는 개발 

(development)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Lange(l 990)는 교사개발이란 교직 

생활 이전부터 시작하여 교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적, 경험적, 

그리고 태도의 성장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교사교육을 교사 자신이 내 

적인 노력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효과적인 영어수업을 위해 필요한 영어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교사교육 

의 모형 또한 이러한 기조 하에 변화하고 있다. 

2.1. 영어교사 전문성 

영어교사의 전문성은 높은 수준의 음성 및 문자 언어능력뿐 아니라 언어학, 

응용언어학, 제2언어습득, 사회언어학, 언어교수법, 교육과정과 교재개발, 언어 

능력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활동에 접목 

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TESOL, 2003). 1980년대까지의 교사교육에 관 

한 연구들은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일어나도록 하는 교수 

행동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효과적인 교수기술이 개발되면 그것을 
교사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여겼다(Shulman, 1987). 1980년대 중반 인지심리학의 성장 

과 함께 교사의 전문성 영역에 교사의 생각과 판단, 결정과정을 기술하고자 하 

는 노력이 나타났고, 교사의 교수행동을 교사의 지식과 기술 이외에도 태도와 

인식이 바탕이 된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바라보려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게 되 

었다(Edge & Richards, 1998; Freeman & Johnson, 1998; Richards & Lockhart, 1994; 

Shulman, 1998).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교사 

가 수업에서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서 교사가 왜 특 

정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이를 교사의 전문성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영어과 교사교육의 경우, “교사교육은 한 나라의 교육 제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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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제도, 정치적 특성의 역사적 발달을 반영한다”는 Byram(1994, p. 7)의 말 

처럼, 영어교육 정책의 변화,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동을 반영하면서 변화하여 왔다. 최근 20년 간 영어과 교사교육에서 일어난 가 

장 큰 변화는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이 도입되면서 1995년도부터 적용되기 시 

작한 제 6차 교육과정과 1997년 초동학교 교육과정에 영어를 하나의 교과목으 

로 도입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전의 문자언어를 통한 지식으로서의 영어를 학 

습하는 것에서 실용성을 내세운 영어사용능력의 신장이라는 목표를 위한 영어 

교육으로의 변화는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기존의 

영어에 대한 지식보다는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능력이 영어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활영어와 실용영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에 발표한 영어 

로 하는 영어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의 도입은 영어교사에게 높은 수준 

의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함께 교실영어의 사용능력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영어과 

교사교육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영어과 교사교육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영어사용능력이나 수 

업기술의 습득으로만 이해하고 이런 능력의 신장을 외부적 훈련을 통해 해결하 

려는 시도가 지배적이라는 점은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영어과 교사연수과정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연수원 중동 영어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영어 

수업 관찰 및 분석법”이라는 강의가 도입된 후 2011년 “ Becoming a reflective 

teacher,,라는 교과목까지 교사 성찰의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연수 

참여자들이 자기성찰적인 요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12 

년 개정된 자격연수에 관한 표준교육과정은 “역량영역”을 신설하여 자기주도적 

전문성 개발에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대구 ucc 센터에서 실시하는 심화연수의 경우에는 연수목표의 하나로 교사교 
육자 역량 개발을 명시하고 동료수업의 분석과 관찰 및 자기수업의 분석과 평 

가를 통해 성찰 기술(reflective skill)을 향상시키는데 심화연수 프로그램 중 100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영어과 교사연수에서는 교사로서의 자기 개발을 통한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지만, 예비교사 양성프로그램에서는 아직 영어를 

가르치는데 펼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신장시키는 교육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즉,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는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영어에 대한 지식이나 

영어사용능력, 영어 교수법에 대한 지식이나 교수 기술, 그리고 교실에서의 학 

생 통제 방법 동의 훈련을 통해 신장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영어 예비교사의 자기 개발을 통한 전문성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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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사교육 모형 

교사교육에 대한 변화된 시각이나 접근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언어교사의 

교사교육 모형 또한 변화하여 왔다. Freeman(1989)의 영어과 교수모형은 교수과 
정을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규명하고,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지식 

(knowledge), 기술(s잉!ls), 태도(attitude), 인식 (awareness)을 꼽고 있으며, 결과 중 

심의 훈련과 과정 중심의 개발을 통해 이 요소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연수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교수의 기술적인 모형: 구성요소(Freeman, 1989) 

인식 ; 지석 , 기술. 태도에 대한 주의 촉발 및 점검 

2'~:f 태도 • 자아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자세‘ 내부 \ 
쩍 역동성과 외부쩍 수행을 연결하는 \ 

기술 
교수방법-

교수법 및 교수 기교 
교수왈동 

자료맞도구왈용 

기타 요소에 대한 차세 ∼∼ \ 
지석 

교수내용 
교과지석 -

학습자에 대한 지식 * 
사회문화쩍 지석 

Lange(l 990)는 양성단계의 교사교육과정을 인식(awareness), 연습(practice), 실 

습(induction)의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업이 진행되는 과 

정에서 관찰을 통해 학생의 학습활동과 교사의 교수활동에 대해 인식하는 과정 

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교사들이 개별지도나 소규모그룹지도, 또는 모의수업을 

시행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6주간 두 차례의 수업실습을 한다. Lange의 

모형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익히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교사 자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수업에 대해 

인식을 견지하고 문제해결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 [T]eachers would be developed, not trained” (p. 251)라는 결론을 내 리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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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임상 경험 프로그램 모형 (Lange, 1990, p. 264) 

단계 활동 내용 

1. 인식 

2. 연습 

3. 실습 

수업 관찰 

개별지도 
소규모그룹 활동, 

모의 수업 

수업 실습 

교실 수업 진행 과정 

학생-교사의 상호작용 

교실 운영; 교수, 교육과정 계획 

교육과정 목표 및 학생 성과 

학습 성취 평가 • 교수 능력 평가 

Wallace( 1991)는 교사라는 전문직 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문적 인 수행역량 

(professional competence)을 갖게 되는 과정을 성찰모형(reflection model)으로 설명 

하고 있다. Wallace의 성찰모형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 후 자신의 수업에 대해 

반성적 사고나 성찰을 한 후 그 결과를 수업에 재투입하고 실행하여 성찰을 반 

복하는 등 성 찰의 순환(reflective cycle) 과정 을 통해 교사의 전문가적 역 량이 개 

발되며, 교사교육의 최종 목표는 교사에게 성찰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 수행역 

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훈련자의기흔 
재념도식 

효'-.£. 
「」

정신구조 

l단쩨 
(훈련전) 

그림 2 

Wallace의 성찰 모형(Wallace, 1991) 

| 성찰 | 
K∼__/' 
성질펙순환 

찜껴l 
(전문교육/재발) 

목표 

최근 영어과 교사교육의 방향이 교사훈련의 개념에서 교사개발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교사의 인식과 성찰이 교사개발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반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영어교사틀은 아직 교수활동에 

대한 성찰이나 자기개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중학 

교 영어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 자질로 수업에 대한 열정, 듣 

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수업내용의 이해가 쉬움, 재미있고 효율적인 수업 

을 위해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의 사용 순으로 느끼고 있는 반면에, 학회,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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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 등에 참여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교사자질 

향상에 덜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었다(김은주, 2002).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지식, 

기술, 태도, 성찰의 네 영역으로 구분한 후, 전문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영어교 

사 집단과 영어교육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보고자 했던 하명애, 민찬규(2008)의 

연구는 지식과 기술 영역에 대한 인식에서는 영어교사 집단과 영어교육전문가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없으나, 태도와 성찰 요소에 있어서 영어교사의 인식이 

영어교육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영어교사들은 

폭넓은 경험, 지식, 태도와 인식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는 교사전문성 개 

발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 원인으로 교사들 스스로가 교 

사전문성 개발의 의미와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행정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이화자,2008). 

이처럼 우리나라 영어교사들은 아직 자신의 교수활동에 대한 성찰이나 영어 

교사로서 자기개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이수현, 김혜영(2012)의 연구는 

교사들의 인식이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 

들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과 심화연수에 참여한 초등교사틀은 심화연수가 진행 

되는 동안 영어교사 전문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언어지식 • 다양한 수업기술 

• 상황에 맞는 수업전개 능력 • 자율성 및 신념”으로 변화하였다. 교사들은 

수업 반성과 피드백을 통해 수업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자율성과 신념이라고 보았 

다. 자신에게 적합한 수업기술과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교 

수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성찰 활동 등 교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토대로 교사개발 중심의 영어과 교사 

교육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우리나라 영어과 교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3.1. 영어교사 앙성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영어교사 양성의 역사는 194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문과가 

신설되어 1948년 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시작되었다. 1946년에 경북대학교 

의 전신인 대구사범대학 영문과가 신설되어 그 뒤를 이어갔으며, 1960년에 공주 

사범대학 영어과, 1963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 

으로 영어교사가 양산되었다. 대부분 국립대학의 영어교사 양성프로그램은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사립대학교 경우는 1980년대에 들어 

서이다. 2011 년 2월 기준 영어교육과가 있는 사범대학의 수는 39개이며 입학정 

원은 매년 1,199명에 이른다. 거기에 일반대학에 영어교육과가 있는 2개 대학, 

영어교육전공 교육대학원이 설치된 곳은 92개 대학으로 수많은 중등교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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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매년 5,300여명의 예비영어교사들이 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배출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 

이러한 배경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은 영문학이나 영어학과 달리 

학문적으로 고유의 하위범주를 가진 전문분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연구재 

단의 분류에 따르면 영어교육 혹은 영어교육 관련 분야는 1) 언어학의 하위 범 

주로서 언어교수법 혹은 언어교육, 2) 영어와 문학의 하위 범주로서 영어교육, 

3) 교과교육학의 하위 범주로서 영어교육학의 하나로 분류된다. 

표 2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에 따른 영어교육의 위치 

분야코드 대분류명 중분류명 소분류명 세분류명 

A092200 인문학 언어학 언어교수법 

A092300 인문학 언어학 언어교육 

Al50300 인문학 영어와문학 영어교육 

8121208 사회과학 교육학 교과교육학 영어교육학 

전문학문분야로서 영어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은 영어교사 양성교육과정의 교 

과목과 교수진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이흥수(1999)는 전국 11개 사범대학의 교 

육과정을 분석하여 총 3857~ 교과목 중에서 영어사용 기능 분야가 89과목 

(23 .1%), 영어교육학 분야 78과목(20.2%), 영어학 분야 100과목(25.9%), 영문학 

분야 118과목(30.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영어교육과의 특 

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영어교육과 교수 중 

70%가 영어교육 전공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영어교육과의 교육과 

정은 영어사용 기능분야 30%, 영어교육학 분야 30%, 영어학 분야 20%, 영문학 

분야 20%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배두본(2002)의 조사에 의하면 전 

국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진의 70% 이상이 영어학과 영문학 분야의 교수 

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또한 영문학과나 영어학과의 교육과정과 큰 차 

이가 없었다.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김은주(2008)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교육 

대학 및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5개,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337~, TESOL 전 

문대학원 141H 의 교육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 

로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교과내용학”의 비중이 “교과교육학” 관련 과목의 

비중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영어교육과의 이러한 교육과정이 유능한 영어교사를 양성하기에 비효율적이 

고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비판을 얼마나 해소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전국 40개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2년 2학기 교 

육과정과 교수 현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선행 

연구들과 동일하게 영어기능, 영어교육, 영어학, 영문학, 기타의 4영역을 설정하 

고 영역별 개설 과목 및 전공 교수의 숫자와 백분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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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상당한 개선이 있었음이 발견되 었다. 표 3에서 보듯이 총 14641H 교과 

목 중에서 영어기능 관련 교과목이 417개(28.5%), 영어교육학 관련 교과목이 

431 개(29.4%), 영어학 관련 교과목이 288 7H(19.7%), 영문학 관련 교과목이 3011H 

(21.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원 구성비는 전국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 

전임교원 244명 중 영어교육을 전공한 교원이 91병 (37.3%) 밖에 되지 않아 여 

전히 개선이 펼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과목 및 교수 구성비 

영어기능 영어교육 영어학 영문학 기타* 겨l 

개설 과목(개) 417 43 1 288 307 21 1464 

(백분융) (28.5%) (29.4%) (19.7%) (21.0%) (1.4%) (100.0%) 

전공 교수(명) 91 81 72 244 

(백분율) (37.3%) (33.2%) (29.5%) (100.0%) 

* 문화, 종교, 진로 관련 과목 등은 기타로 분류함 (e.g., 진로지도,Christian띠 &ELT 등) 

또한 2012년 2학기 전국 121H 교육대학 영어교육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분석 

한 결과 영 어기능 관련 교과목이 36과목(27.5%), 영어교육학 관련 교과목이 67 

과목(51.1%), 영어학 관련 교과목이 14과목(10.7%), 영문학 관련 교과목이 14과 

목(10.7%)인 것으로 드러 났다. 1999년 7월에 개설된 교과목을 분석 한 자료에서 

영어기능 관련 교과목이 33.8%, 영어교육학 관련 교과목이 44.1%, 영어학 관련 

교과목이 11.8%, 영문학 관련 교과목이 10.1%가 차지하였던 것에 비해(이흥수, 

1999), 영어교육 분야 과목의 비중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교육대학 영어교육과 교과목 및 교수 구성비 

영어기능 영어교육 영어학 여。무 "-하 --, 겨l 

개설 과목(개) 36 67 14 14 131 

(백분율) (27.5%) (51.1%) (10.7%) (10.7%) (100.0%) 

전공 교수(병) 44 22 5 71 

(백분율) (62.0%) (31.0%) (7.0%) (100.0%) 

이와 함께 우리나라 영어교사 양성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그 특정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어에 대한 지식과 학습 이론 습득에 초점 

을 맞추었다. 둘째, 영어의 네 기능 수행 능력 신장을 위한 교과목이 많다. 셋 

째, 교수기술이나 능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위한 교과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 

다. 넷째, 교육실습이 매우 제한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특정을 토대로 살펴 본 영어교사 양성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사범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내용 중 예비교사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62 민찬규, 박성근 

신장시킬 수 있는 과목의 비중이 적고, 교육대학 교육과정의 경우 전체 이수학 

점 140∼145학점 중 이수해야 할 영어교과목 학점이 18∼2 1 학점 밖에 되지 않아 

영어교과 전담교사를 양성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특히 사범대학의 경우 현장 

실습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교육현장과 대학 간의 연계가 약하다(진경애 외, 

2006). 

이혜원, 김미경, 주형미, 이동주(2010)는 학교영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다는 평가를 받는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영어교사 양성과정을 비교하며, 우리나 

라 영어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들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핀란드의 경 

우 양성과정부터 거의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학습과 

정, 즉 과제, 토론, 교수와의 면담 등도 영어로 이루어지는 등 학생들이 영어구 

사능력을 갖추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반해, 우리는 양성과정에서 영어로 

이루어지는 강의와 수엽이 부족하다. 둘째, 핀란드 영어교사 양성과정은 이론 

중심의 강의와 세미나, 토론, 프로젝트 과업 등이 균형 있게 구성되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론 중심과 강의식 수업 방식이 많다. 셋째, 핀란드에서는 교육실 

습이 중요시 되고 이를 통해 지도교사를 역 할모델(role model)로 삼아 교사로서 

의 기본 자질과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교육실습 동 

안 대학과 실습학교 간 협력체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기간 역시 너무 짧아서 이 

러한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이론과 실습의 연계와 더불어 연 

구자로서의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원칙을 가진 핀란드 교사 교육에 비해 우리나 

라의 교사 양성과정에서는 교사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2. 영어교사 연수 현황 및 문제점 

3.2.1. 영어과 자격연수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 

지는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중등영어교사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강습회 성격 

의 연수가 이루어지다가 1972년 교원연수원령이 제정되면서 일반연수와 자격연 

수로 구분하여 교사연수가 체계화 되었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영어 

연수는 1980년대 특활영어를 지도할 수 있게 1982년에 연수를 시행하다가 1997 

년 초등학교에서 영어가 정규교과로 교육되기 직전인 1996년부터 120시간의 연 

수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본격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있는데, 그 운영근거와 연수대상자 선발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 규정은 2012년 9월 28일에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의 규정과 비교 분 

석한 결과 연수의 기본이 되는 표준교육과정 중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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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에서 15일 이상, 90시간 이상으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수내용 구성에서도 기존의 기본소양 10∼20%, 교직일반 

10∼20%, 전문영역 60∼80%에서 교직일반영역이 사라지고 역량영역이 신설되었 

으며, 구성비율도 기본소양 10∼20%, 역량영역 20∼30%, 전문영역 50∼70%로 바 

뀌는 등 연수기간과 연수내용의 구성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연수과정 

표 5 

l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정 변화 

개정 이전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기본소양 10∼20%, 

교직일반 10∼20%, 

전문영역 60∼80% 

개정 이후 

15일 이상, 90시간 이상 

기본소양 10∼20%, 

역 량영 역 20∼30%, 

전문영역 50∼70% 

변화된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교직일반 

영역이 없어지고 역량영역이 신설되었다는 점인데, 그 구체적인 과목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특정이 나타났다. 기존의 교직일반 영역의 세부 

과목들이 교육과 관련한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표 6에서 보듯이 역량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성 개발 내용은 교사 개인이 

스스로 주도하는 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는 우리나라 교사교육이 기존의 교사훈련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육과정에서 탈 

피하여 교사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자격연수 교육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운영 

되는 표준교육과정에 기준하여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실제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과정은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석진(201 0)은 2008년 영어과 중등 l급 정교사 자격 

연수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본소양영역의 비중에 있어 광주는 17.1%로 편성 

하여 8.2%를 편성한 부산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편성하고 있으며, 전공영역에 

서도 서울은 77.8%를 편성하고 있는데 비해 광주는 66.9%만 편성하여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같은 자격증을 부 

여하는 연수프로그램에서 내용의 차이로 인해 자질에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는 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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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둥 l급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의 역량영역 내용 

여。여「 역량군 세부역량 과목 배정비율 

-수업개선 연구 

。자기계발· 학습의지 -자기주도적 연수의 실천 

전문성 。자기 점검 · 책임감 -학교의 학습조직화, 교과교육연구 10∼ 

개발 。변화주도 · 적극성 회 활동실습 15% 
。자부심 · 자긍심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자융연 

-}「‘

여-, 랴 。
-학급경영 전략과 기법 

여。여「 
。리더십 • 의사결정 (담임/비 담임 의 역 할) 

학급 
。기획력, 추진력 -교육법규 · 사무관리 · 학사 · 

10∼ 

겨u 여 。
。의사소통 학교회계제도의 이해 

15% 
。상황대처능력 -민주적인 교실분위기 조성 능력 
。갈퉁관리능력 -교사와 학습자간 신뢰 및 친밀한 

관계 

자율 。자융 역량 -연수기관 자융 선택 O∼10% 

영역 소계 20∼30% 

중등영어 l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자격연수를 영어교사로 

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교실수업에 필요한 자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생각 

하고 있다. 오석진(2010)의 연구에서 자격연수에 참여한 교사 222명은 자격연수 

의 성격에 대해 영어교사로서의 교실직무능력 배양(41.4%), 영어로 진행하는 수 

업능력 제고(40.1%)라고 응답하였다. 자격연수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에 대한 질문에는 영어교수기술 (54.5%), 자료 개발 및 활용(26.1%) 순으로 응 

답하여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과정이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다. 자격연수과정에 가장 필요한 강화로는 영어 교 

수 학습 방법 관련 강좌(41.9%), 평가/수행평가 관련 강화(33.8%) 등을 꼽아 연 

수를 통해 교실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선호하는 강의방법은 수업사례 소개(16.0%), 

현장수업 적용( 15.7%), 과정별 모델수업(10.5%), 과업중심활동(10.5%) 순으로 현 

장에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춘 연수를 선호하고 있으 

며, 이론 소개 등과 같이 현장활용성이 낮은 연수과목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선호도와 별도로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자격 연수의 운영과 교육과 

정 전반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김용오(2008)가 2007년에 실시 한 

영어과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 

한 연구에 따르면,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은 5점 만점에 2.84점, 교재는 2.91 점, 

교육방법은 2.79점, 평가방법은 2.34점으로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연수내용과 방 

법에 대해 높지 않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상당수의 영어교사들은 자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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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수엽이나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으며(김용오, 2008), 자격연수가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 고 있다(오석 진, 2010). 

3.2 .2. 영어과 직무연수의 현황 및 문제점 

영어교사를 위한 직무연수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자격연수와는 달리 하나의 주제에 집중할 수 있 

는 연수로 운영되므로 교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연수는 15시간 1학점으로, 30∼60시간, 즉 1주일∼2 

주일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60시간 이상일 경우는 평가 

가 동반된다. 최근에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옹라인 원격연수나 이 둘을 혼합한 

블렌디드 연수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연수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오석진,2이 0). 

장경숙(2006)은 각 시도에서 시행한 영어교사 직무연수 과정 중 총 시수가 

60시간, 기간이 10일, 연수대상이 4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수목적이 영 

어교사로서의 전문성 제고와 교수-학습 지도능력 신장인 프로그램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영어교사 직무연수과정에서 제공되는 수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영어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인 교수-학습 지도능력 신 

장을 위한 교과목과 수업개선을 위한 토의 중심의 수업방법 실습에 대한 강좌 

로 32.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영어기능 관련 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가 14.8%, 교양 및 교직 강좌가 14.1%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무연 

수의 평가방식에는 교수-학습 지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마 

련되어 있지 않았다. 현장의 우수교사를 강사로 초빙한 경우는 16.1%로 교수나 

교육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 연수교사가 그들을 통해 좋은 수업모형 

을 제공받아 수업을 개선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는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편 Park(2006)은 교사교육을 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강사 

선정에 있어 체계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과, 출석에 관한 최소한 요건만 충족되 

면 연수수료증이 주어지는 현재의 직무연수 평가방식은 연수에 대한 연수교사 

의 태도와 동기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3.2.3. 영어과 심화연수의 현황 및 문제점 

영어과 심화연수는 기존의 단기적, 일시적 연수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 운영능력 배양과 교수 및 학습 기법 연마 

를 통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 처 

음 도입되었다. 심화연수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며 점차 확대되어 현 

재는 연간 천여 명의 현직교사들이 합숙형, 출퇴근형, 사이버형 연수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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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장경숙, 김성혜, 고현숙, 한은미, Hayes, 2011 ).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교 

사 심화연수 운영 기본방침으로, 700시간 내외 연수시간, 10∼15명의 반별 인원, 

원어민교사의 사전교육 실시, TEE 중심 연수, 수업능력 향상, 능력별 수업 진행, 

사전.사후 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심화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연수프로그램을 분석하거나 연수 

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틀이 꾸 

준히 진행되어 왔다. 2009년 국내 107R 기관에서 시행된 심화연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진경애 외 7인(2010)의 연구는 심화연수 프로그램의 교육과 

정은 크게 세 분야로 영어능력, 영어교수능력, 기타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분석에서 영어능력 혹은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가 전체의 5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 영어교수능력과 수업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나 영어교사 전문성과 관 

련한 강좌가 37.4%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분 

영어 능력 
의사소통능력 

(53.4%) 

영어교수 능력 
수업 지도 능력 

영어교사 전문성(37.4%) 

기타 활동(9.2%) 

표 7 

심화연수 프로그램의 교수 내용 

세부강화 

- 언어 기능 관련(75.8%) 
- 발읍/문법/문화/드라마/노래/멀티미디어(17.1%) 

- 프로젝트 및 기타 언어 학습 활동(7.2%) 

- 교수 방법(Teaching methods)(15.7%) 
- 교수 실습(Teaching practice)(44.5%) 
- 교수 이론/모델/연구(39.8%) 

- 클럽 활동, 문화 체험, 오리엔테이션, 기타 활동, 시험 

심화연수의 효과를 살펴 본 대부분의 연구에서 심화연수는 교사의 자질과 능 

력 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영어구사력의 향상과 함 

께 영어로 수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다양한 교수기술의 시도 및 

경험을 통한 전반적인 교수능력이 향상되었다(김성연, 김혜련, 이소영, 우길주, 

2010; 김우형 2007; 김진완, 안경자, 2011; 민찬규, 2006; 하명애, 2009; 따m, 2011; 

Na, 왜m, & Kim, 2008; Yang, 2009). 또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다른 영어교사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거나 해외문화경험을 수업에 활용하는 등 영어수업에서 

연수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하명 애, 2009). 

많은 영어교사는 심화연수가 영어능력 및 교수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다른 

연수프로그램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함께 하고 있다. 우선 수업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보다 

실용적이고 현장적용성이 높은 쪽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었다(김진완, 안경자, 

2011; 장경숙, 2007; Na et al., 2008). 교사들은 연수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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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연수내용(52%)과 강좌가 현장적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론 중심인 점(11%)을 꼽았다(김진완, 안경자, 2011). 장경숙(2007)의 연구 

에서는 심화연수 이수자의 현장적용성이 낮게 평가되어 심화연수가 교사 개인 

의 역량은 강화하나 연수를 통해 배운 것을 교실현장에서 실천으로 옮기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화연수프로그램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강사에 대한 불만인데, 전문적으로 교 

사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며, 선발을 위한 일관성이나 체계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영어교실에 대한 이해와 연수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원어민강사로 인해 연수프로그램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지 

적되었다(장경숙, 2007; Na et al., 2008; Yang, 2009). 영어구사력만 갖춘 원어민이 

담당하는 영어기능 관련 교과목이 수업개선 관련 강좌와 연계되지 않아 오히려 

연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심화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가장 큰 동기가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김진 

완, 안경자, 2011; 하명애, 민찬규, 2008)임에도 불구하고, 연수 학급규모가 너무 

크고 영어능숙도 수준차이가 있는 교사들이 함께 섞여서 연수를 받기 때문에 

연수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Park, 2006; Yang, 2009). 또한 심화연수 이수 

후 학교에 복귀했을 때 아무런 후속 조치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화연수 

의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교사들의 불만도 있었다(김성연 외, 20 10; 장경숙, 

2007; 장경숙 외, 201 1 ). 교육현장과 연수 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추수지원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심화연수 이수자 

중 81.5%가 연수 후 아무런 후속 조치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하였 

고(장경숙, 2007),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심화연수 이수 후 학교에 복귀하였을 때 

학교 여건 상 영어전담이나 담임교사로서 영어를 지도하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 

는 경우도 10.4%나 되었다(장경숙 외,201 1 ). 

4. 영어과 교사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 

4.1. 영어과 교원 양성 강화를 위한 제언 

교사양성기관이 훌륭한 영어교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성 

기관의 정예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효과적인 교육실 

습 운영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우선 교사양성기관의 정예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난 4년간 영어과 중등임용고사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0학년도 26.1: I, 

201 1학년도 20.8:1, 2012학년도 12.9:1, 2013학년도 12.3: 1로 실제로 필요한 영어 

교사의 수에 비해 배출되는 예비영어교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요 대비 공급 과잉현상으로 인해 고급 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양성기관을 정예화 시키고 교육과정의 질을 높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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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양성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비영어교사들이 양성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영 

어 구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영어기능 관련 

과목을 충실히 운영하고,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혜 

원 외 3인, 2010; 장경숙, 정규태, 최보윤, 2008). 수업방법에서도 발표, 토론, 세 

미나, 프로젝트 등이 적절히 배합된 수업을 운영하여 예비교사들이 영어를 자 

연스럽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영어교수법 관련 과목의 비중 

을 확대하고, 이론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탐구하는 과목을 많이 개설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여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사로서, 그리고 수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연구자로 

서 능력을 갖춘 영어교사를 양성하여야 한다(이혜원 외 3인,2010). 

교육실습기간은 교사교육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예비교사들이 

실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며 자기성찰을 통해 수업기술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예비교사가 교실 수업이나 운영 전반에 걸쳐 지도 

교사로부터 충분한 조언을 받거나 지도교사의 역할모델(role model)을 보고 배우 

면서 교사로서의 기본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기회이다(이혜원 외 3인, 

2010). 이와 함께, 예비교사 자신이 대학에서 배웠던 수업이나 교수와 관련한 

이론을 실제 교육현장과 접목시키고 통합시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 

ct(Cooper, 2004). 실습기간 동안 예비영어교사는 영어라는 언어를 재미있고 유 

의미하게 지도하는 전략을 신장시켜야 하므로 좋은 지도교사를 만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습생에게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교사가 교생의 

수업지도를 전담하는 “교생 벤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전문 멘토가 교생을 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이성원, 이미영, 2008; 장경숙 외, 2008), 대학과 실습학교, 실 

습 담당교사와 실습생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습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수한 교육실습 지도교사 확보를 위해 현재 제도적으 

로 안착되고 있는 수석교사제나 TEE인증교사제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한편, 예비영어교사들이 수업능력을 갖춘 상태로 교육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양성기관에서 수업시연 과목의 비중을 높이고 현장의 우수교사를 초빙 

하여 예비교사의 수엽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한다(우길주, 2012; 장경숙 외, 2008). 

우리나라 교육실습제도의 문제점으로 실습기간이 짧고 실습과정이 체계적이 

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이성원, 이미영, 2008; 우길주, 2012; 장경숙 외, 

2008).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펀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교 

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하여 교육실습 4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이 3).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당 30시간 이상으로, 학교현 

장실습의 경우 l학점당 2주로 규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대학에 따라 차이를 보 

이기는 하지만 초등의 경우 8∼11 주, 중등의 경우 4∼6주의 학교현장실습을 운영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대학이 12∼16주, 영국의 대학이 14주 정도의 교육실 

습을 시행하는 것(이성원, 이미영, 2008)에 반해 짧은 기간이다. 또한 매년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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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체계적인 실습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장경숙 외, 2008).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1차 시험 합격 후 2년간의 현장실습을 거쳐야 하는 독일의 양성 

체계처럼(이성원, 이미원, 2008) 1년 기간의 수습교사제를 도입하여 신임교사의 

현장적응력과 교수능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집인원의 

1.2배에 해당하는 수의 신임교사를 선발한 후, 이들을 심화연수 참여나 개인적 

인 사정으로 휴직을 한 교사들의 학교에 배치하고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한다. 벤토링은 신임교사들이 학교 문화에 적응하고 수업 

운영 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Hobson, Ashby, Malderez, & 

Tomlinson, 2009). 1년의 수습교사기간이 끝나변 지도교사의 평가와 교원능력평 

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업능력이 우수한 신임교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과 

정을 거친다면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들의 수업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 

을 것이다. 

신임교사의 수업능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영어교사 임용제도는 긍정적 

으로 변화하고 있다. 초등교사 임용시혐의 경우 2007년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 

에 “영어면접”과 “영어 수업능력” 평가가 추가되었고, 2011년 개정에서는 “수업 

실연” 평가시간이 늘어나며 배점이 상향 조정되는 변화를 보였다(전제응, 2012).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수업실연” 평가에 35점, “영어 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에 

15점을 배정하고 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에도 2012학년도 임용시험부 

터 “수업실연”의 배점을 이전의40점에서 45점으로 약간 상향 조정하였다(서울 

시교육청, 2011). 한편 초등의 경우 2013학년도, 중등의 경우 2014학년도 임용후 

보자 시험에서부터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시험체제가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 전형으로 축소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수업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제대로 선발하는 결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임용시 

험에서 수업실연을 평가할 때, 예비교사들이 얼마나 다양한 교수전략을 사용하 

여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수업을 수행하는가와 수업을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 현직교사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제언 

최근 교수-학습 상황의 변화로 영어교사에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영어과 교사연수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교실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연수내용이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변화의 첫째 단계로 연수의 개념을 교사훈련에서 교사개발 

로 바꾸어야 한다. 즉 기존의 기관 중심 연수에서 탈피하여 교사 스스로 자신 

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연수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의 기대와 요구에 맞춘 연수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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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들 스스로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 

게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NTTP(New Teachers 

Training Program)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참여 

동기를 고양하고, 교사 중심의 연수프로그램 구성을 장려하기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 

속에 교사들은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필요와 관심을 반영한 연수프로그램을 기 

획하고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역 영어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인 서 

울중등영어교과교육연구회는 매년 워크숍과 현장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방 

학 중에는 현직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 

다. 이러한 현장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영어 

교사들이 전문성과 현장적합성이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될 수 있 

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를 분석해 보면,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특히 심화연수에 참여하는 

영어교사들은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자격 

연수를 통해서 영어교수기술과 자료개발 및 활용의 측면에서 도움을 받기를 기 

대하고 있으나(오석진, 2010), 심화연수의 경우 교사들은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 

을 우선적으로 기대하며 연수에 참여하고 있었다(김진완, 얀경자, 2011; 하명애, 

민찬규, 2008). 따라서 자격연수는 교실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영어교 

수방법을 향상시키는 교과목 중심으로, 심화연수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제고를 위한 영어구사력 증진을 중심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연수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연수학급 

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장수업에 적용 가능한 수업기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자격연수는 학교급별로,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심화 

연수의 경우는 영어구사력 수준에 따라 학급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다. 

연수프로그램의 수업내용은 이론 중심보다는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 

의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Freeman( 1989)은 응용언어학 분야와 제 2 

언어습득 분야에서의 연구는 언어교수(language teaching)에 있어 보조적인 것이 

며, 언어교사교육에서 주된 교과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 

격연수와 심화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도 이론 중심의 강의를 지양하고 현장 적 

용 가능성이 높은 수업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용오, 

2008; 김진완, 안경자, 2011; 오석진, 2010). 따라서 연수프로그램을 우수 수업사 

례 소개, 과정별 모델수업 방식, 이론의 현장수업적용 방식 등 현장적용성이 높 

은 강좌 중심으로 구성할 때 연수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영어교육현장에서 연 

수의 파급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로부터 강사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음에 주목하여 현장을 잘 이해하는 강사를 선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으로 

교사교육을 하는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Hayes(1995)는 교사교육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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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스스로 교사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고, 선행연구들은 연수참여자 

들이 현직교사의 강의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김 

용오, 2008; 오석진, 2010). 다양한 영어과 교과교육기법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영 

어교육 사례중심의 실용적 내용에 대해 강의할 수 있는 유능한 현직영어교사를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이고 활기찬 연수가 가능할 것이다. 

원어민강사의 자질 문제와 관련한 불만은 김진완, 안경자(2011)의 연구에서 해 

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연구 대상이었던 심화연수프로그램에 참여 

한 연수교사들은 강사의 자질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경 

험이 풍부하고 교실현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력이 높은 원어민강사 덕분에 

연수교사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특히 교수방법론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볼 때 강사의 자질문제에 대한 논란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질 높은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 

냐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수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지원이 필수 

적이다. 특히, 초등교사들은 연수 이수 후 근무하는 학교의 영어전담교사 배치 

여부에 따라 영어교사로서의 정체성 형성이나 연수의 효과성 인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경숙 외, 2011; 하명애, 2009). 초등교사에게 

영어교사로서 정체성이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연수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는 연수를 이수한 교사에게 학교 복귀 이후 영어전담교사 선택 우선권을 제공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심화연수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홈페이지에 연 

수 이수교사를 위한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수업 및 교직생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제 

공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장경숙 외, 

2011 ). 

연수과정에서 영어교사가 연구자로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 

영이 필요하다. 연구자로서의 교사(teacher as a researcher) 역할은 교사가 교육환 

경의 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며, 자신의 수업에 대한 비판 

적 성 찰을 통해 실증적 자료에 바탕을 둔 교수활동(evidence-based teaching)을 하 

도록 하는 것이다. Jourdenais(2009)는 교사가 자기 자신의 교수활동에 대한 연구 

자로서 연구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교사의 수업수행능력을 고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교육 연구에 교실지향적인 주제를 포함하도록 하여 연구영역을 확 

장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교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의 일 

부로 교실연구(classroom research) i....J-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방법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수업내용을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연수과정을 영어에 관한 지식이나 능력을 

키우는 훈련보다는 교사 자신을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수업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연구자로서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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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수 참여를 통해 개발할 수 있을 때, 연수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현장과의 괴리를 좁힐 수 있다(장경숙 외, 2011 ). Markee(l 997)는 교사가 연구공 

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로 연구자와 교사 간의 위계적인 관계나 

교사가 수행하는 연구가 연구저널에 출판하기에 엄격한 연구방법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와 연구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거나 교사 자신이 연구자가 되고자 노력할 때 개선될 수 있다. 연수의 

새로운 접근방향은 연수참여자들이 영어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의 수업 

에 대해 반추하고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사 스스 

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고자 자신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행동할 때, 

수업전문성이 더욱 신장될 수 있다(하명애,2009). 

한편, 현직영어교사틀의 연수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상당수의 영어교사들은 연수에 참여하고 싶어도 동료교사에게 자신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미안함과 관리자들의 반대로 인해 참여의사를 굽히는 경우가 종 

종 있다. 심화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 

고 있다는 관리자들의 불만(장경숙 외, 2011)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수기간을 1 

년 단위로 조정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연수기간 동안 기간제교사를 배정하는 등 

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직영어교사를 위한 연수를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교육경력에 따 

라 자신에 맞는 연수를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 

하다(오석진, 2010). 예를 들어, 임용고사 합격 후 신규교사로 발령받기 전에 효 

과적인 영어수업방법과 적용사례 퉁을 중심으로 한 신규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임용 1년 후에는 교육현장에서 느꼈던 문제들에 대해 동료교사들과 토론하며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같은 고민을 하는 교사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시도하는 

신규교사 추수연수를 실시한다. 경력이 2∼3년 되는 교사들은 영어구사력 신장 

과 의사소통 중심 수업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심화연수에 참여하도록 하여 

교사경력 초기부터 의사소통 중심 영어수업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교육경력 

5∼7년이 되는 시기에 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다양한 수업기술 습득과 자기 

수업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등 

현직교사를 위한 연수가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강화시키는 단 

계적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경력 10년이 되는 해에는 1년 동 

안 현장을 떠나 영어교육이론을 공부하고 영어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현장과 

관련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여 그 결과를 학계와 공유함으로써 연구자로 

서 능력을 강화하는 연구년 제도를 시행한다면 교사전문성 신장에 효과적일 것 

이다.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구성된 연수는 모든 영어교사가 반드시 의무적으 

로 참여하도록 하고,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 

께 모색할 수 있다(오석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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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우리나라 영어과 교사교육은 양성과 연수 모두 최근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 

었다. 우선 양성프로그램에서 기존의 이론과 지식 위주의 교육에 기초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적인 교과목 비중이 높아졌고, 현장적용성이 높은 

교수-학습 방법을 체험하는 강좌를 통해 실용적 영어능력과 교수능력을 갖추도 

록 교육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은 교사의 요구에 따라 다양해지고 체계화되어 

연수참여교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연수를 선택하여 이수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성 

을 보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사교육 효과는 아직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교육현장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 6차 영어과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지난 약 20년 동안 학교영어교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의 도입은 영어 수업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교사의 역할도 기존의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활동 

의 촉진자 또는 안내자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이나 

전문성도 달라지고 있는데,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성 과 연수가 아직 훈련(training)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외부 

적 입력에 의한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주어진 교육상황을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최고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 

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현장에 가장 적합한 교육전략이나 교수기법을 찾아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미래의 교사양성과 연수과정은 교사 스 

스로 자신을 계발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 

다. 즉, 교사가 자기성찰을 통해 교수전문가로서 소양이나 자질을 계발하고 전 

문성이나 책략을 개발함으로써 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영어교사가 이러한 능력을 갖출 때만이 각기 다른 교수-학습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1세기 영어교육 발전을 위해 훈련 중심의 교사교육을 

지양하고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계발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 

움을 주는 교사교육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영어교사 

의 자기 계발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와 이를 계발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영어교사로서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 

구, 영어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반추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 

결과를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환류하는(washback)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등이 활 

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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