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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영어교사 교실영어 비교 연구∗ 
 
 

이 승 복 
(춘천교육대학교)  

 
Lee, Seungbok. (2005). Comparison of teacher talks from three different primary 
school ESOL teachers. English Teaching, 60(2), 161-183. 

This study compares the teacher-talks from three different primary school ESOL 
teachers (one native speaker of English and two Korean teachers) in terms of syntactic 
structures and interaction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in English classrooms for 
non-native English speaker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many existing differences 
between these teachers according to their proficiency levels in English. Analyzing the 
corpus, the prominent differences have been observed in both their use of different types 
of sentences (directive statements, questions, imperatives, and exclamatory sentences) 
and interaction structures with students (initiation - response - feedback). Put simply, this 
research shows why teacher talks by Korean teachers play a limited role in effectively 
encouraging and maintaining an interaction with their students in the target language 
when their talks are compared to that by an experienced ESOL teacher, who is a native 
speaker of English, as a role model. 

 
 

I.  서론 
 

1. 연구 배경 
 
본 연구자는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에서 지난 96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여년에 걸쳐 강원도 전 지역 및 경기 일부 지역 약 3500여 명의 초등영어 
담당 교사들(전담교사 및 담임교사)을 연수시킨 경험과 수십 차례의 초등영어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학교 영어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수준 및 
자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본 연구자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효율
적인 초등영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 특히 교사들의 교실영어1 사용 능력을 향
                                                           
∗ 이 논문은 2003-2004년도 춘천교육대학교 교내 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본 논문에서는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와 교사언어(teacher talk)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교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어 원어민에 의한 영어 사용과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사에 의한 영어 사용 비교 분석을 위해, 영어 원어민 교사의 교사언어를 교실영어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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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담임선생님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어를 포함한 전 교과목을 가르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만일 교사
들이 교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어 표현, 발음, 억양 등을 올바로 습득하여 활
용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초등영어교육의 효과는 기대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자가 교사들에 의한 교실영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이유 및 이론적 근거는, 어린이 모국어 습득과 영어 비원어민 화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언어습득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처럼, 외국어 
학습자들은 단순히 교재를 통하여 목표 언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
실에서 사용된 교사의 언어 사용을 통하여 그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 개발에 많
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목표 언어 습
득에 필수적인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의 주요 제공자가 된다. 

 
2. 연구 문제 

 
초등학교 영어 교사들의 교실영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적 아이
디어를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인의 한국인 초등영어 교사와 1인의 영어 원어민 교사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교실영어 속에 나타난 언어적 특질을 비교 분석하였
다. 초등영어교사의 교실영어 사용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구체적으
로 다음의 연구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① 교사의 교실영어에 나타난 구문론적 특질  
        - 문장의 구조  
        - 문장의 종류 (서술문,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 등)  
        - 문법의 정확성  
② 교사에 의한 영어질문(의문문) 형태  
        - 의문사를 이용한 의문문  
        - Yes/No 의문문  
        - 부가 의문문 및 서술형 의문문  
③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 구조 유형 (상호작용)  
 
영어 비원어민 화자인 한국인 초등영어 교사들의 교실영어 사용에 나타난 언
어적 특질을 원어민 초등 ESOL(English for the Speakers of Other Languages) 교사
의 교실영어와 비교-분석하고 있는 본 연구는, 영어 원어민 교사의 교실영어 

                                                           
하였으며,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사의 영어 표현만을 교사언어로 간주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 교실영어의 개념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사용한 모든 영어 표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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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나타난 언어 분석 내용이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사들의 교실영어 사용 능
력 개선-향상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모든 영어 원어민 교사가 비원어민 영어 교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전문 훈
련(TESOL) 과정을 이수하고 많은 실제 교육 경험을 갖춘 원어민 교사에 의한 
교실영어를 면밀히 관찰-분석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어 교육 환경(EFL)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비원어민 영어 교사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언어의 본질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와 외국어 교육  
 
언어학자들은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대답이나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언어의 본질은 Richards와 Rogers(1986, pp. 
16-17)가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견해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구조적 관점(structural view)이 있는데, 이 입장에 
따르면 언어란 의미를 부호화 시키기 위해 구조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요소
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언어는 음운론적 요소(예: phoneme), 
문법 요소(예: clauses, phrases, sentences, adding, shifting, joining, transforming), 어휘 
요소(예: function words, structure words)로 설명될 수 있다. 여러 외국어 교수법 
중에서 구조적 견해에 토대를 두고 있는 교수법으로는 Audiolingual Method, 
Total Physical Response, Silent Way 등이 있다. 이들 교수법들은 언어학습의 주요 
목표를 해당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위의 요소들을 정확하게 학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어의 본질에 관한 또 다른 대표적 입장은 기능적 관점(functional view)이다. 
이 관점에서 언어는 기능적 의미를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묘사된다.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중요시 하는 교수법(예: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은 기능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견해는 언어교육의 목
표를 문법 요소들을 터득하는데 두기 보다는 의미전달 기능(meaning and function) 
개발에 두고 있다. Wilkins(1976)의 Notional Syllabus(학습 내용은 문법 요소, 어휘 
항목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주제, 개념, 의사소통 상황을 
포함한다)와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등이 이 견해를 토대로 이루어진 
대표적 외국어 지도 방법이다.  
상호작용적 관점(interactional view)으로 불리는 견해를 언어의 본질에 관한 세 
번째 대표적 입장으로 들 수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자면,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된다.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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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에 토대를 둔 많은 언어 분석 이론이 개발되어 왔으며,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상호작용 분석(interactional 
analysis), 대화 분석(conversation analysis), 문화 분석(ethnomethodology)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이론에 의해 개발된 언어교육 프로그램들은 언어 교육
의 초점을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자 간의 상호작용 형태(예: moves, acts, 
negotiation, interaction)에 맞추고 있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언어의 본질에 관한 질문은 여러 관점에서 접
근될 수 있다. 물론, 위의 세 가지 견해를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하여 볼 수도 
있겠으나, 어느 관점을 더욱 강조하느냐에 따라 외국어 교육의 구체적 지도 방
법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학교 영어 교육에서는 주로 구조
적 관점이 압도적으로 부각되었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선 자연스럽게 교사
에 의한 교실영어 사용의 문제는 빈약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
대의 변화, 학교 교육의 변화는 더 이상 외국어 교육에서 구조적 관점에 토대
를 둔 교수 방법이 맹위를 떨치지 못하게 하였고,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적 관점
에 토대를 둔 교수법들이 학교 외국어 교육의 주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에 의한 목표 언어 사용 관
련 연구를 외국어 교육 분야의 주요 연구 분야로 활성화시켜 놓았다. 

 
2. 외국어 교실에서 교사의 언어 사용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교사의 교실언어 사용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예: 

Cullen, 2002; Iles, 1996; Myers, 2000; Rubdy & Hui, 2003; Simich-Dudgeon, 1998)이 보
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사의 목표 언어 사용(teacher talk)은 성공적 외국어 학습
을 위한 주요 요소가 된다. Wong-Fillmore(1985, p. 50)는 초보 수준에 있는 영어 
비원어민 화자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교사의 교실영어와 그렇지 않았던 언
어를 비교-분석하여, 학생들의 목표어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효과적이었던 언
어의 특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Clear separation of languages, no alternation or mixing:  
Comprehension is emphasized and focus is on communication:  

   - Use of demonstration, enactment to convey meaning  
   - New information presented in context of known information  
   - Heavy message redundancy  

Language used is entirely grammatical and appropriate to activity:  
   - Simpler structures used, avoidance of complex structures  
   - Repeated use of same sentence patterns or routines  
   - Repetitiveness, use of paraphrases for variation  

Eliciting questions to fit students’ proficiency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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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ness of language use:  
   - Sticking with plain ordinary language 

Playfulness: 
 
Wong-Fillmore의 연구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사의 교실 언어 사용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 결과들은 한결같이, 교사들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확하게 
말하고, 천천히 말하고,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간단한 문장을 주로 사용
하고, 같은 말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말하고, 같은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
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질문을 적절히 달리하고, 생기 있게 말하고, 몸동작이
나 언어외적 요소들을 많이 이용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어 교사의 언어사용 분석 연구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교사
들이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여러 형태의 질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실에서 교사에 의한 질문 형태 문장의 역할에 관해 Ellis(1994)는 다
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One reason for the prevalence of questioning is undoubtedly the control which 
it gives the teacher over the discourse. Questions typically serve as devices for 
initiating discourse centered on medium-oriented goals. (pp. 586-587) 

 
즉, 교사는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교실에서 대화를 유발시키기 
위한 도구로 질문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 형태 문장의 유
용성에 관해 Basturkmen(2001) 또한 자신의 실제 교육 경험을 통하여 Ellis와 유
사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Expressions(questions) for asking clarification provide a readily comprehensible 
means by which we(teachers) can offer learners accessible language which 
enable them(learners) to enter into talk and get their meaning across. (p. 11) 

 
외국어 수업 교실 활동에서 사용된 교사에 의한 질문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
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질문자와 응답자가 이미 답을 알
고 있는 전시질문(display question)이고, 다른 하나는 질문자가 사전에 답을 알고 
있지 않은 지시질문(referential question)이다. 질문 형태 분석에 관한 몇 몇 연구 
결과들(예: Long & Sato, 1985; White & Lightbown, 1984)은 모국어(L1) 사용 환경에
서는 지시질문이, 외국어 교실(L2) 환경에서는 전시질문이 두드러지게 많이 사
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어 교실에서 전시질문이 지시질문보다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전자의 질문 형태가 학생들의 목표언어 이해와 발화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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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수행된 초등교사 교실영어 분석을 위한 언어 자료(corpus)는 한
국인 초등교사 2인과 영어 원어민 교사 1인의 실제 수업에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나라 초등 영어교사들의 교실영어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아이디어 모색이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ESOL 전문가인 원어민 교사
의 교실영어가 우리나라 교사들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들 두 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교실영어 사용의 차이점 또는 유사점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교실영어 분석 기준 모델이 되
고 있는 자료 제공자로서 영어 원어민 교사로부터 수집된 교실영어 자료의 신
뢰성, 타당성, 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본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 및 실제 교육 경험 등에 근거한 전문가적 
판단과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실제 수업 직접 참관 경험 그리고 이 원어민 교
사의 교육 배경 및 경력 등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아래의 원어민 교사가 한국
인 초등영어 교사들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1) 2인의 한국인 초등영어 교사 

 
영어 원어민 ESOL교사의 교실영어와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사의 교실영어의 
차이점 또는 유사점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에서 근
무하고 있는 2인의 초등영어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들 교사들과의 연구자 자신의 친분, 연수 경험, 현장 방문 등의 경험을 통하
여 사전 동의 아래 이들 교사들을 실험 대상으로 선택하였으며, 교사들 자신의 
영어교육 배경, 영어구사 능력, 실제 영어지도 경험에 따라 A교사(상급)와 B교
사(하급)로 분류하였다. 
초등교사 A는 교육 경력이 7년으로, 개인적 관심과 동기에서 출발하여 중, 
고등학교 이후, 교육대학(학부 4년), 대학원(석사 2년)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영어를 꾸준히 공부해 왔다. 초등교사 A는 방학 중 수차에 걸쳐 해외 단
기 어학연수, 배낭여행 등을 다녀왔으며, 강원 지역 각종 초등영어 관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초등교사 A는 교육대학 재학 중에 영어교수법 관련 
과목과 영어발음, 영어회화 과목 등을 이수하였으며, 교육대학 졸업 후 처음 2
년 동안은 저학년(1학년, 2학년)을 맡아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고, 3년차부터 3, 4, 
5, 6학년 영어를 담임교사로 지도하고 있다. 
초등교사 B는 교직경력이 20년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도에 들어와 담임교사로 영어를 지도하고 있다. B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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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초등영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의 연
수를 받았지만, 연수에 별 관심도 없었고, 영어연수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
끼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영어수업에 상당한 부담감을 늘 갖고 있다. 본인 
자신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특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 않은 초등
교사 B는 담임교사에 의한 영어지도 보다는 전담교사에 의한 영어지도가 바람
직하다는 강한 의견을 갖고 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 대학원 
영어교육과정, 영어교사 소모임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교사이다. 

 
2) 영어 원어민 교사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자 중 한 사람인 영어 원어민 교사 Pattie Davis (가
명)는 뉴질랜드 태생의 초등학교 ESL교사이다. Davis는 지난 15년 동안 (오스트
레일리아에서 4년, 뉴질랜드에서 11년) 영어 비원어민 화자인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지질학과 영문학을 각각 
전공 부전공하였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 Davis는 
2005년 현재 뉴질랜드 Auckland의 North Shore시 소재 S초등학교에서 외국인 학
생들에게 영어(ESOL)를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원어민 학
생 가운데 읽기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특별 읽기 지도를 가르치고 있다. 
Davis는 5년 전 그녀의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교육 배경 및 교육 경험 등으
로 인해 S초등학교 이사회에 의해 본 교에 채용되었다(본 연구자와의 사적 대
화에서 S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언급한 내용임). S초등학교는 뉴질랜드 전국 초
등학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의 학교로 평가 받고 있으며, 본 교에는 다수의 
한국인 이민자 자녀와 유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다. S초등학교는 영어 비원어민 
화자 학생들에게 수준별 반을 편성하여 일주일에 두 번씩(각각 40분 수업) 영
어수업(ESOL)을 제공하고 있다.  

 
2. 자료 수집 방법 

 
연구대상자 3인(한국인 2인, 영어 원어민 1인)으로부터 본 연구에 필요한 언
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비디오(video) 촬영, 녹음(audio), 현장 참관(field notes), 
면접의 4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원어민 교사에 의한 언어자료의 경우 
본 연구자가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에 연구교수로 있었던 2002-2003년에 수
집하였던 것으로, 당시 본 연구자는 Davis교사의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절
차와 관련하여 많은 복잡한 문제(예: 대학 연구위원회의 승낙, S초등학교 교장
의 승낙, 개별 학생으로부터의 승낙, 개별 학생 모든 부모로부터의 승낙 등)가 
제기되어 비디오 대신 오디오 녹음과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초등
교사A의 경우 실제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였고, 초등교사 B의 경우 교사 자
신이 비디오 카메라 자체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디오 녹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이 승 복 

 

168 

화 대신 소형 녹음기를 이용하여 교사의 교실영어 사용을 녹음하였다.  
본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하였
고, 이들로부터 쾌히 승낙을 받아 수업 참관 및 녹화 일정을 정하였다. 초등교
사A는 이전에 연구회 발표, 시범 수업, 학부모 참관 수업 등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자신과 그녀의 학생 대부분은 비디오 녹화와 본 연구자의 출연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하였다. 비디오, 오디오 녹화이외에 본 연구자는 한국
인 2인 교사들에 의한 수업을 직접 참관하면서 이들이 사용하는 교실영어를 노
트에 받아 적었다. 원어민 교사를 포함 연구 대상자들의 수업은 각각 1회에 
(40분) 걸쳐 녹음하였다.  

 
표 1 

3인 교사 담당 수업 현장 

 학년(인원)  수업목표 수업방식 교재 수업시간 교사영어수준 
원어민 교사 4 (2) 발음 설명-문제풀이 ESOL 40분 원어민 
초등교사 A  5 (25)  말하기 설명-활동 초등영어5 40분 중-상 
초등교사 B 5 (18) 말하기 설명-활동 초등영어5 40분 하 

 
3인의 교사들에 의한 수업 현장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원어민 교사는 한
국에서 유학 온(1개월–3개월) 어린이 2명을 대상으로 S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
로 제작한 교재 ESOL를 가지고 영어 문법 및 발음을 지도하고 있다. 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우리나라 4-5학년 수준이며, 수업은 주로 교사에 의한 설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초등교사 A는 5학년 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long, short, big, 
small’ 형용사를 활용하여 신체의 부분을 표현하는 말하기-듣기 훈련을 시키고 
있다. 초등교사 A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 활동은 설명, 
게임, 노래, 듣고-따라 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교사 B는 5학년 18명의 
학생들에게 ‘It’s under____. It’s on____. It’s in____. It’s over____.’의 문장을 활용하
여 서로 다른 사물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교사 B
의 수업도 초등교사 A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설명, 게임, 듣고-따라 하기, 짝별-
그룹별 말하기 연습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초등교사 B는 교실영어 사용에 상
당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특히, 문
법 설명을 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 한국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원어민 교사의 교실영어 사용과 한국인 초등교사 2인의 교실영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연구 대상자들의 수업 내용과 학습 활동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3인 
교사들 사이의 언어 사용 특질 비교 연구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3인 교사들의 담화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 장의 연구 문제에서 명시하였던 것처럼, 이들의 교실영어에 나타난 언어적 
특질을 서로 비교하여 영어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영어교사 사이에 눈에 두드
러진 언어 사용의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혀 그 결과를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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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모색을 본 연구
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3. 자료 분석 방법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진 초등영어 교사들의 대화 내용 속에 포함된 언어적 
특질을 자세하게 기술하며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 또는 유사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연구 모형(experimental 
research design)대신 묘사적 해석 연구 모형(descriptive interpretative design)을 주요 
자료 분석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Lee(2003)가 언급하고 있듯이, 묘사적 해석 연
구 모형은 객관적, 중립적 관점에서 복잡한 인간 행동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적절한 연구 모형이 될 수 있다:  

 
The interpretative framework is more suitable and reliable than any other type 
of research frame work in approaching and helping construct the complex 
nature of human behavior in terms of the rich data description, which is quite 
well readable for readers to be able to look at the whole picture of a certain 
phenomenon from a neutral and objective perspective. (p. 225) 

 
3인의 연구 대상자 사이에 나타난 언어적 특질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본 연
구는 동일한 수업 내용 및 활동을 실험 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들 3인 교사에 의한 언어 사용 차이점 또는 유사점에 관한 유의미도(significance)
를 통계학적으로 비교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영어 원어민 교사를 기준으로 한국인 초등영
어 교사들의 교실영어에 나타난 언어적 특질을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 사이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요소(예: 얼굴 표정, 웃음, 교사가 질문 후 학생이 대답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교사의 공간 활용, 몸짓, 손동작 등)와 이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등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 및 상호 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문
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IV.  결과 해석  
 

1. 교실영어에 나타난 구문론적 특질  
 
3인의 초등 영어교사(원어민 1인, 한국인 2인)들이 사용한 교실영어 문장 구
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사이에는 몇 가지 눈에 두드러진 차이점과 유사점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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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었다. 특히,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사이에 나타나는 구문론적 차이는 
문장 종류(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의 빈도수,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 측면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1) 문장 구조  

 
40분 단위 수업에서 교사가 사용한 교실영어를 모두 문장 단위로 나누고, 각 
각의 문장에 포함된 단어 수를 계산한 다음, 이들 총 단어 수를 문장 수로 나
누어 한 문장의 평균 단어 수(MLU: Mean Length of Utterance)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자는 문장의 평균 단어 수를 계산하는데 있어, 한 단어나 구로 이루어진 
교사의 발화일지라도 이들 표현이 대화 맥락 상 주어와 동사의 의미를 포함하
고 있을 경우 문장으로 간주하였다.  

 
예: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Good job! (You did a good job!) 
 Excellent! (How excellent you are!) 
 

표 2 
한 문장 평균 단어 수 

 총 문장 수 총 단어 수 평균 단어 수(MLU) 
원어민 교사 491 2,778 5.7 
초등교사 A  114  547 4.8 
초등교사 B  68  251 3.7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교사의 영어 능력에 따라 본 연구자의 예상대로 원어
민 교사가 당연히 가장 많은 양의 교실영어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초등교
사 A, 초등교사 B의 순이었다. 이들 교사들이 지도한 학생들의 학년(원어민 교
사 4학년, 초등교사 A 5학년, 초등교사 B 5학년 담당)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영어 수준에 상관없이 교사들의 영어 능력 정도에 따라 교실영어 사용량 정도
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한 문장의 평균 단어 수를 보더라도 
영어 능력과 문장의 길이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사들
의 교실영어는 한 문장이 대체로 4-6단어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사용한 문장은 짧은 문장(1단어)에서 긴 문장(원어민 교사 22단어, 초
등교사 A 13단어, 초등교사 B 11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로 구
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긴 문장이라 할지라도 대화의 전 후 문맥 및 상황의 
도움으로 교사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개별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에
서 사용한 가장 긴 문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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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 교사:  We might actually do that next time because  
                  I want to look at Brian's speech because  
                  He’s been writing a speech.  
        초등교사 A:   The third student in each group find what she  
                  heard on the blackboard.  
        초등교사 B:   We’re going to review what we learned in  
                  lesson two. 
 
총 문장 수, 문장의 길이, 평균 단어 수와 관련하여, 원어민 교사와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사 사이에 나타나는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으로 여겨질지 모르
나, 원어민 교사에 의한 교실영어 사용량이 우리나라 교사들보다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교사의 입장
에서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지도 방법의 원리는 다름 아닌 어린이들
에게 영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어 교육 환경(EFL) 속에서 영어 입력 제공자로서 교사가 차지하는 중
요성을 감안할 때, 교사들에 의한 교실영어 사용 확대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
되어야 한다. 사람의 언어기능은 생명력 있는 생물학적 기능이기 때문에, 언어 
발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 학습자가 외부로부터의 충분한 에너
지(언어 자극)를 제공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서처럼 교사
에 의한 교실영어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영어 의사
소통 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지도 모른
다. 게임, 노래 등의 활동 위주 지도 방법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의 영어 학습 흥
미도를 향상시키는 것 못지않게 교실에서 사용되는 교사의 영어 사용 양 또한 
획기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2) 문장의 종류 

 
원어민 교사와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사들이 사용한 문장의 종류를 비교 분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교사들에 의한 교실영어 문장을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4종류(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로 분류하였다. 3인의 교사들이 각 
교실에서 사용한 교실영어 문장을 자세히 분석하면 일정한 패턴이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수업 내용 및 활동에 따라 이들 교사들이 사용한 문장의 종류가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자가 이들 교사들의 수업을 수차에 
걸쳐 관찰한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분석된 교실영어는 이들 교사
들의 전형적인 교사언어 모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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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장의 종류(문장 수 / 비율)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원어민 교사 357 (73%)  110 (22%) 24 (5%)  0  
초등교사 A  41 (36%)  28 (24%)  35 (31%) 10 (9%)  
초등교사 B  20 (29%)  17 (25%) 26 (38%)  5 (8%)  

 
우선, 원어민 교사의 경우 서술형 문장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이는 학
생들의 이해를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원어민 교사는 수업 시간 내내 
학습 내용이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학생들의 질문이
나 반응에 일일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본인의 말이 학생들에게 이해되었는
가에 많은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한국인 교사에 의한 교실영어의 경우 두 사
람 모두에게서 서술형 문장이 총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원어민 교사의 교
실영어에 비해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사용 
능력에 따라 교사들에 의한 서술형 문장 비율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언어 수
준이 높은 교사들이 보다 많은 양의 서술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세 교사에 의한 교실영어 문장을 자세히 관찰하면, 명령문 문장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어 사용 능력이 낮은 교사
일수록 명령문 형태의 문장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명령문 형태의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과 교사사이에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이 덜 이루어
지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언어 사용 능력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으
나, 명령문 형태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교사는 목표언어 사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로부터 언제 날아들지도 모르는 목표 언어 사용
에 대한 부담을 무의식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초등교사 B가 사용한 교실영어는 대부분 수업 활동 지시
어와 관련이 있는데, 다음의 표현들이 초등교사 B의 교실영어에서 주로 발견되
는 문장들이다:  

 
Look at this board.             Let’s read together. 
Next time, don’t be late.        Look carefully. 
Now, let’s sing a song.         Listen carefully. 
Check the paper.              Let’s check the answer. 
Let me show how to do.        At home practice 
                                         the expression. 
Start.                            See you next time.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한국인 초등교사에 비해 상당히 적은 양의 명령문을 사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초등 영어교사 교실영어 비교 연구 

 

173 

용하였다. 이런 현상은 학습 내용이나 활동을 단순히 명령문의 형태로 전달하
기 보다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력 증진이 목표언어 발달에 훨씬 효
과적일 수 있다는 교사 자신의 오랜 지도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원
어민 교사와의 사적 대화에서 인용).  
교사의 교실영어에 나타난 감탄문 형태의 문장에 관해 말하자면, 연구 시작 
전 본 연구자의 기대와는 달리 원어민 교사의 경우 40분 수업에서 한 마디의 
감탄 또는 칭찬관련 표현을 하지 않았다. 수업 당일 학습 내용의 성격 및 주제, 
교사의 심리적 육체적 상황에 따라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더라도, 원어민 교사가 감탄문 형태의 문장을 거
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본 연구자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관심을 불러일으
켰다. 반면, 초등교사 A, B 모두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수시로 감탄문 형태의 
문장을 통하여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들 두 교사가 학생들을 칭찬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표현은 다음의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Very good!      What a good song!      Good job!  
        OK, good!      Wow!                    Wonderful!  
        Fantastic!        Smart!     
 
초등교사 A, B 두 사람이 사용한 감탄문 형태의 표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들 교사들은 다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위의 표현들을 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와 같은 교사에 의한 칭찬 표현이 어린이들의 영어 흥미도, 
자신감, 관심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교사의 교실영어 사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된 또 다른 흥미로운 사
실 하나는, 세 교사 모두 그들이 사용한 전체 교실영어 가운데 서로 비슷한 양
의 의문문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22-24%). 이 수치는 본 연
구자가 예상했던 것 보다 높은 것으로, 이들 교사들은 의문문을 적절히 사용하
며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을 원활히 진행시키려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 
교사 사이의 의문문 사용 비율 차이를 통계학적으로 비교-검증한 것은 아니었
으나, 앞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의문문 비율을 좀더 자세하게 관찰하면, 
목표 언어 사용 능력이 낮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양의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교사 모두 교실에서 많은 양의 
의문문을 사용했고, 또한 이들이 사용한 의문문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
다는 사실은 본 연구자로 하여금 이들이 사용한 의문문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
하도록 만들었다.   

 
3) 문법의 정확성 

 
원어민 교사와 초등교사 A의 교실영어에서 문법적 오류는 거의 발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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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러나 초등교사 B의 경우, 시제, 수, 전치사, 관사, 동사, 대명사 등에서 
상당한 양의 문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현들이 문법 
오류에 관한 대표적 예이다:  

 
        It’s aims today’s lesson. What’s a missing?  
        I will write some words in blackboard.  
        What day is it today? Come on in here.  
        It’s side the chair. Affiliate answer.  
 
영어 사용 기술 전반에 관한 자신감 부족, 실수에 대한 두려움, 문법, 발음, 
어휘 선정의 정확성 향상에 관한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초등교사 B는 
의식적으로 교실영어 사용을 회피하고 있다. 수업 중 이따금씩 영어를 사용할 
때도 초등교사 B는 본인이 늘 반복 사용하여 익숙해져 있는 수업 활동 관련 
명령형 지시어(예, Listen carefully), 단문(주어-동사-목적어: It’s on the table), Yes/No 
형태 의문문(예, Do you understand?), 한 단어 문장(예, Any volunteer?) 등에 의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교사 B의 이와 같은 교실영어 사용 전략은 학생
들과 목표언어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목표언어 자극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2. 교사에 의한 영어 질문(의문문) 형태  

 
위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세 교사 모두 다양한 형태의 의문문을 사용

하여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고 시도하였다. 언어 교실에서 질문 
형태의 문장에 관한 역할을 실제로 세 교사 모두 의식하고 많은 양의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였는가에 관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목표언어 
사용 능력에 따라 교사들이 사용한 질문의 유형과 빈도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자로 하여금 그 이유를 자세하게 분석할 필
요를 느끼게 했다. 세 교사의 교실영어에 나타난 질문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질문 유형과 관련하여 세 교사 사이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원어
민 교사의 경우 Wh-의문문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초등교사 A, B
의 경우 Yes/No 질문의 비중이 제일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초등
교사 A, B 모두 부가 의문문과 서술형 형태의 질문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는 것이다. 질문 사용에 있어 세 교사 사이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차이가, 목표 
언어로 교사가 학생들과 상호 작용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자에
게 또 다른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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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질문 유형 및 빈도 (총 질문수 / 비율) 

  Wh-  Yes/No  부가  서술형 
 의문문 의문문 의문문 의문문  
원어민 교사 61 (55%) 21 (19%) 15 (14%) 13 (12%)  
초등교사 A  13 (46%) 14 (50%)  0  1 (4%)  
초등교사 B  6 (35%) 11 (65%)   0  0 
 

1) 의문사를 이용한 의문문(wh-questions)  
 
앞의 표에서 보듯 원어민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용한 여러 질문 유형 가운데 

Wh-의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Wh-의문문을 다시 하위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원어민 교사의 질문에서는 What 형태의 질문이 가장 빈번하게 사
용되었다. What 형태의 질문을 다시 전시질문(질문자와 응답자가 이미 답을 알
고 있는 질문)과 지시질문(질문자가 사전에 답을 알고 있지 않은 질문)으로 분
류하여 본 결과, 원어민 교사는 본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지시질문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비원어민 화자들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이전의 연구 결과와 다소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의 원
어민 교사는 학생들의 목표언어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질문을 통하여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반복적 암기 훈련이 아닌 학생들과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
통을 추구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h-의문문 사용과 관련하여 세 교사를 비교하였을 때, 원어민 교사의 경우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what의 질문을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
은 현상은 학생들에게 what의 질문을 학생들에게 연속적으로 함으로써 수업활
동과 교사의 설명에 대해 학생들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어민 교
사의 언어 사용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Wh-의문문의 유형 (질문수 / 비율)  

                What      Why Who How Which Where 

원어민 교사 56 (92%)  2 (3%) 0  2 (3%)  0  1 (2%)  
초등교사 A  4 (31%) 2 (15%) 0   4 (31%)  1 (8%) 0  
초등교사 B  2 (33%)  1 (17%)  2 (33%) 1 (17%)  0  0  

 
교사의 질문을 학생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대답하는가에 상관없이 원
어민 교사는 what의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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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    What does it sound like?  
                What can you hear (putting hand up to ear)  
                when you hear this ‘C’? When I say the word.  
학생:     Cat...car  
원어민 교사: When I say the words cat and car,  
                what does it sound like?  
                What other letter does it sound like?  
학생:     Cat?  
원어민 교사:    What letter does it sound like?...  
                What does it sound like?...k...k...  
학생:     k  
원어민 교사:    k..It sounds like a...(writing k on the board)  

 
한편, 초등교사 A, B에 의한 Wh-질문 유형 가운데 what의 질문이 차지하는 
빈도가 낮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 두 교사가 사용한 what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단순히 학생들로
부터 발화를 유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what의 질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원어민 교사와 달리 초등교사 A, B가 사용한 what의 질문은 전시
질문 범주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대화 내용은 초등교사 A에 
의한 것으로, 위의 설명에 관한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다:  

 
(수업을 시작하며, 도입 부분에서 이루어진 교사 A의 대화 내용)  
초등교사 A:  What day is it today?  
학생:     It’s Saturday.  
초등교사 A:    What time did you get up?  
학생:     Six thirty.  
초등교사 A:    Good, let’s start today’s lesson.  

 
위의 대화 내용은 목표 언어가 수업 활동의 수단(medium)으로 사용되기 보다
는 수업 활동 목표(objective)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교사 A는 
학생과 목표 언어로 상호 작용하기 보다는 대화의 형식을 빌려 학생에게 목표 
언어 발화 훈련을 시키고 있을 뿐이다. 초등교사 A, B의 교실영어를 분석한 결
과, 이들 두 교사가 학생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대부분은 위와 같은 형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교사 A, B에 의한 전시질문 형태의 대화 유형은 이들 
교사들로 하여금 원어민 교사에 비해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을 원활히 유지시키
지 못하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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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s/No 의문문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외국어 교실일
수록 교사는 보다 많은 양의 Yes/No 형태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목표 언어 사용 능력 수준이 낮은 교사의 경우 높은 수준의 교사들 보
다 Yes/No 의문문을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앞의 표에서 보듯, 원어민 
교사는 Wh-의문문을 주로 사용하고 적은 양의 Yes/No 의문문을 사용한 반면
(전체 질문의 21%), 초등교사 B가 사용한 의문문은 대부분 Yes/No 의문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전체 질문의 65%). Yes/No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응
답자로 하여금 Yes 또는 No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응답에 대한 응답을 다시 해야 하는 심리
적, 언어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초등교사 A, B의 교실영어 사용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Yes/No 유형의 질문을 통하여 대화자 간의 원
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초등교사 A, B가 그들의 수업 활동에서 
의식적 의도에서든 무의식적 의도에서든 어떤 이유로 Yes/No 의문문을 많이 사
용하였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본 연구에서 밝히진 않았으나, 이들 두 교사가 
지니고 있는 영어 구사력 한계는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Yes/No 의문문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부가 의문문 및 서술형 의문문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교실영어 사용 속에 나타난 질문 유형 비교와 
관련하여 눈에 두드러진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한국인 초등영어 교사
들은 부가 의문문과 서술형 형태의 의문문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 원어민 교사는 그녀의 수업에서 수시로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거나, 교사
의 설명이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예와 같
은 부가 의문문을 자주 사용하였다:  

 
     It sounds like an ‘S’, doesn’t it?  
      So, letter has two sounds, doesn’t it?  
      He could be Kecil, couldn’t he?  
      Oh, not that one, is it?  
      Oh, you like making springs, don’t you?  
      If you can’t swim, you will sink, won’t you?  
 
초등교사 A, B의 경우 학생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Yes/No 의문문 형태인 

‘Do you understand?’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원어민 교사의 경우 40분 수
업 가운데 이 표현을 단 한번만 사용하였다. 대신 원어민 교사는 ‘Ye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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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 All right?’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학생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원어민 교사가 자주 이용한 이들 표현과 같은 개별 단어 사용이 다른 영어 원
어민 교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인지 아니면 개별 차인지
를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교사에 의한 이들 표현은 어린이들의 
주의를 학습 활동에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의 상호 작용 유지에 많
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문문 사용과 관련하여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 사이에 나타나는 또 다
른 차이는 서술형 문장 의문문 사용에서 발견되고 있다. 의문문 문장 구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원어민 교사는 자신의 설명 내용을 학생이 쉽게 이해하
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대화의 전후 맥락 속에서 서술형 문장의 끝 부분을 
Yes/No 형태 의문문의 억양으로 발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주의를 교사의 말에 집
중시키며 학생을 대화 속으로 끌어들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대화는 그 예이
다: 

 
원어민 교사:    So if it comes before...it sounds like an S.  
                It has two sounds in the letter C.  
학생:     Ahh...  
원어민 교사:    So look at these words here. We’ve got Cigar  
                because there’s an ‘i’ after it. Certificate.  
                You know when you get a certificate?  
학생:     What is certificate?  
원어민 교사:    A certificate...you know when you get um...  
               (손가락으로 4각형의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Kimi has been good at...  
학생:     Ah. I know. 
원어민 교사:    You know...at assembly? 
학생:     Yes. (고개를 끄덕이며)  
원어민 교사:    You get those awards. Those are certificates. 

 
부가 의문문과 서술형 의문문 사용에 관한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목표 언어 구사력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들 유형의 의문문을 사용하며 학생들과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시도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 구조 유형(상호 작용) 

 
EFL/ESL 교실에서 진행된 원어민 교사의 교실영어 사용 연구 결과들(예, 

Cullen, 2002; Francis & Hunston, 1992; Sinclair & Brazil, 1982; Sinclair & Coult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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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은 한결같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 구조가 I-R-F(Initiation-Respond- 
Feedback)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사가 먼저 말을 꺼내
고, 학생이 응답하고, 학생의 응답에 대해 교사가 다시 반응을 나타내는 대화 
구조가 외국어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이루
어지도록 도와주고, 이런 원활한 상호 작용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목표 언어 
사용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
다. I-R-F 대화 구조는 교실 밖 일상 생활 대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화 유형으
로, 여러 응용학자들에 의해 외국어 교실에서 교사의 언어 사용 효율을 증대시
키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의 결과도 교사 언어(teacher talk)에 
관한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에 의한 수업의 경우 
대체로 전형적인 I-R-F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영어 비원어민 화자인 초등
교사 A, B의 수업의 경우 F가 자주 생략된 I-R 또는 I의 형태로 대화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어민 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 일부분> 

교사: We don’t say penkil, do we?                        I  
학생: Penkil, penkil (웃으면서)                               R  
교사: We don’t say penkil. We say pencil. And that’s why it says  
 an ‘S’ because it has an...  
 because it has an...(학생이 대답하길 기다리며)  F  

교사: Do you understand?                                  I  
학생: Yes.   R  
교사:  So to decide...You might have decided to do something.  
 I’ve decided to ride my bike after school.        F 

교사: Tri is three. So triangle and tricycle. tri means three.  I  
학생: I have that um...I am...ahh...four year old.   R  
교사: Yes. When you were four years old, you had a tricycle.         F  

        
<한국인 초등교사 A, B와 학생의 대화 내용 일부분>  

교사: Look at this picture. Is she tall?  I  
학생:  Yes                                R  
교사:  Is she pretty? I  
학생:  Yes                           R  

교사:  Now listen to dialog B. Do you have uncle?  I  
학생:  Yes                               R  
교사:  Look at this picture. Who is he?   I  
학생:  Jinho’s uncl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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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나타나듯, 초등교사 A, B의 경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원
어민 교사와 비교하여 학생들과 상호 작용을 하는데 있어 교사의 질문 다음에 
나오는 학생의 응답을 대체로 지속시키지 않고 다른 주제로 이동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교사 A, B의 교실영어를 자세히 관찰하면, 명령문 유형의 문장
과 Yes/No 의문문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유형의 질문은 I-R-F 대화 구
조 대신 I-R의 구조로 대화가 진행되게 함을 알 수 있다. 초등교사 A, B가 명령
형 구조와 Yes/No 의문문 구조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이들 교사들의 목표 언어 
사용 능력 한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I-R 유형의 대화 틀 속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목표 언어를 통한 상호 
작용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상호 작용 제한은 결국 학생들의 목표 
언어 사용 능력 신장에 많은 장애가 될 것이다.  
언어 발달 과정에서 대화자 간의 상호작용은 중요한 요소이다. 원활한 상호
작용을 통하여 대화자는 그들의 대화 내용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주의 집중을 통하여 대화자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언어 자극을 보다 수월하
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사이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교실 영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
통 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교사 
자신의 교실영어 사용 능력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한국인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세 명
의 영어교사(원어민 1인, 한국인 2인)들이 사용한 교실영어를 분석한 결과, 목
표 언어 사용 수준에 따라 이들이 사용한 교실영어는 문장 구조 및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차이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언어 구사 수준에 따라 교사의 교실영어 사용량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원어민 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인 초등 교사들이 사용한 교실영어
의 양은 원어민 교사의 1/5(A교사), 1/10(B교사) 수준이었다. 이들 세 교사가 사
용한 문장의 평균 길이도 목표 언어 구사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통
계학적으로 그 차이의 유의미(significance) 정도를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언어 
구사 수준이 낮을수록 문장의 길이도 비례하여 짧았다.  
둘째, 원어민 교사의 경우 서술형 문장을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감탄문
과 명령형의 문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반면, 한국인 교사들은 명령형, 의문형, 
서술형의 문장을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였다. 한국인 교사들의 명령형 문장 의
존도는 원어민 교사에 비해 눈에 두드러지게 높았다.  
셋째, 원어민 교사와 초등교사 A(영어 구사력 중상급)의 교실영어 속에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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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오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나, 초등교사 B(영어 구사력 하급)의 교실영
어는 시제, 수, 인칭대명사, 관사, 전치사, 어휘 선정 등에서 많은 오류를 보여
주었다.  
넷째, 의문문 사용과 관련하여, 원어민 교사는 Wh-의문문을 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Yes/No 의문문, 부가 의문문, 서술형 의문문을 서로 비슷한 빈도로 사용
하였다. 반면, 한국인 교사들은 Yes/No 의문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고, 부가 
의문문과 서술형 의문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Wh-의문문을 유형별로 분류
하였을 때, 원어민 교사는 전체 질문 가운데 대부분을 what의 의문문 사용에 
의존하였는데(92%), 이 수치는 한국인 교사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다섯째,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 구조를 분석한 결과, 원어민 교사에 의한 
수업의 경우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대화의 전형적인 대화 구조(I-R-F)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국인 교사들에 의한 수업에서는 I-R-F 구조가 많이 나타
나긴 하였으나 F가 빠진 I-R 대화 구조들이 흔하게 발견되었다.  
이상에서 요약된 것처럼, 영어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 사이의 교실영어 
사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이와 같은 언어적 차이는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
사 사이의 의사소통(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의 실험 대상자로 이용된 원어민 교사를 한국인 초등영어 교사들의 교실영어 
사용 향상을 위한 전형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 원어민 교사의 학문적 배경, 오
랜 세월에 걸쳐 영어 비원어민 화자들을 가르친 실제 교육경험을 통하여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초등 교사들의 교실영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들의 영어 사용 능력이 
한국인 초등영어 교사들의 능력보다 당연히 앞서겠지’라는 다소 막연하고 추상
적인 생각보다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것처럼, 원어민 교사의 교실영어에 나타
난 언어적 특질과 한국인 초등영어 교사들의 교실영어 사용에 나타난 언어적 
특질을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 또는 유사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시도가 끊임
없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사들의 교실영어 사용 능력 향상은 
물론 어린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사
들의 교실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자면 다음의 몇 가지
를 예로 들 수 있다. 첫째,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학습 활동 영역별 교실영
어 문장을 무조건 반복, 암기하는 것을 지양하고, 교사 자신의 생각을 목표언어
로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강조한다. 둘째, 한 방향(교수 또는 CD자료 전
체 학생이 따라 하기) 언어 훈련을 지양하고, 양 방향(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
생, 소집단 대화 등) 언어 훈련을 통하여 목표 언어로 대화를 지속시키는 능력
과 상호작용 유지를 위한 능력을 배양시킨다. 셋째, 목표 언어 사용의 정확성
(발음, 문법, 어휘 선택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
중시키며 자신감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교사들이 현재 알고 있는 목표 언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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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창하게 표현하는 능력 개발에 교실영어 과목 지도 초
점을 맞춘다. 넷째, 영어 원어민 교사 또는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한국인 초등교
사들에 의한 영어 수업 자료(예: 비디오 또는 CD자료)를 가능한 많이 보고, 들
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여 이들 교사들이 교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한다. 다섯째, 초등교사 영어연수를 위한 교실영어 회화 관련 
교재도 대화 내용이 주제별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기 보다는 교
사들이 대화 내용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활동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다
시 말해, 교실영어 회화 교재는 대화 내용이 아닌 초등영어 수업 시간에 일어
날 수 있는 수업 활동을 가상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제로 구성한다. 각 주제별 
실험 수업 시간은 대략 10-15분 정도로 하여 교재 속에 구체적 수업 목표, 기본 
어휘, 문장, 문법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필요한 수업 활동 관련 영어 표현은 교
사들 스스로 창조해 가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결론적으로, 영어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초등영어 교사에 의한 교실영어 사
이에는 많은 언어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언어적 차이
를 당연시하며 한국인 영어교사들의 교실영어 사용 능력 부족을 여러 이유를 
들어 합리화하기 보다는 경험이 많은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교실영어 사용 특질
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장에 꾸준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물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초등영어교육 전반에 걸쳐 일반화 하기에는 다
소의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유사한 실험이 계속적으로 진행
되어 원어민 교사와 우리나라 교사 사이에 존재하는 교실영어 사용 차이의 일
반적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우리나라 초등 영어교
사들의 교실영어 사용 능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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