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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g In. (2019). The challenges faced by early childhood English teachers:
Categorical analysis of the challenges and the differential based on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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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on challenges faced by early childhood English teachers in Korea
against the backdrop of the local rise of English education for young learners. A
mixed-method was used to collect data, including open-ended survey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Six teachers from 250 early childhood English teacher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based on the length of teaching experience. A number of
challenges emerged from the analysis of the survey, including classroom
management, mixed-level class, motivation, teaching methodology, parents
involvement, restrained English education in the context of Korea, the teacher’s level
of English, lack of assessment and materials which fit early childhood language
learners, and balancing between interest and learning. Nine distinct themes were
found based on calculated frequency. They were cross-tabulated by two groups of
teachers depending on whether teachers had less or more than three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Results showed challenges and difficulties faced by teachers with
lengthy teaching experienc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a way to build teacher
education programs to support the challenges identified by teachers.
Key words: 아동영어교사(early childhood English teacher), 교수경력(length of
teaching experience), 교수어려움(teaching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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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는 2019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김정인,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 2019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KAT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4.0, which permits anyone to copy, redistribute, remix, transmit and
adapt the work provided the original work and source is appropriately cited.

272

김정인

대 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아동이 영어를 처음 접하는 나이는 점
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만 3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한 경우가 10년 사이에 11배
로 증가한 것이 조사되고, 조기영어교육 현상이 사회적으로 더욱 확대·심화되
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 통계에 따르면 초
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를 접하는 유아의 경우 80%가 넘는 실정이다. 또한 이
들 중 50% 이상이 처음 접하는 영어교육의 유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특별
활동을 통해서 였다. 그러나 이런 현상과 대조적으로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
육 현장에서 만나는 아동영어교사1에 대한 연구는 미비 하다(허근, 2015).
특별히 아동의 경우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교
사 요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정금자, 김미정, 2013). 마송희(2015)의 연구에 따
르면,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아동 영어 교육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교수 학습 방법이었고 다음으로 아동
영어교육 실태와 인식, 교사, 디지털 교수 매체, 교육과정 개선 순이었다. 교사
에 관련된 연구는 교사자질이나 전문성,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 조사연구 4편
뿐이었다. 교사들의 어려움을 연구한 논문은 ‘유아수학교육’을 영어로 진행하는
교수자의 어려움을 내러티브 분석으로 연구한 논문 1편이다(Ahn & Kim, 2013).
2015년 이후의 연구 중 교사 동기와 탈 동기 요인에 대한 연구는 유아 영어 방
문교사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거나 혹은 참여 숫자가 적은 사례연구 였다
(김태영, 안정주, 2016; 조아라, 김태영, 2017). 유아 영어 교사의 필요한 지식에
대한 문헌 연구(김정인, 2018)와 유아 영어 교사의 지식 측정 도구 타당도 검증
(Kim, 2018)에 대한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영어교
사의 연구 중 교사의 어려움과 필요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아동영어교
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누리과정, 초등영어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영어교사의 대부분은 계약직, 비정규직 교사이다. 또한. 이러한 교
사의 고용 불안정성과 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이 분명하다. 조기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생각 할 때에 아동영어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혼합적 연구를 통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50명의 아동영어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어려
움의 양상이 교사의 경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해 보고자 한다. 연구
의 결과를 통해 아동영어교사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언 할 것이다. 연구
목적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영어교사가 인식하는 아동영어교육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교사의 교수 경력에 따라 인식하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가?

1

본 연구에서 아동영어교사는 정규교육과정으로서 영어를 배우지 않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10세 미만을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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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아동영어교육과 아동영어교사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는 영어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꾸준히 특별활동을
통해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사교육으로 시작된 아동영어교육
은 유아교육기관으로 확대 되어 갔고 2000년대에는 66%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쳤다면,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유아 기관에서 영어 교육을 시
행하고 있다(마송희, 2016). 유아 교육기관이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학부
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때문 이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
초등학교에서도 1997년부터 영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어, 초등학교 3학년
부터 공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침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방과후 교실
을 통해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사교육을 통해 영어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조기 영어교육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
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영어교육 시기가 빨라지고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사
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신창옥, 2014; 이윤진, 문무경, 김문정, 2011). 이러한 아
동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달리 아동영어교사에 대한 연구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다(조아라, 김태영, 2017; 허근, 2015). 아동영어교사들은 영 유아를
대상으로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와, 영유
아영어학원(이하 영어유치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전 교육 과정을 영어로만
교육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있다. 또한 파견 교사는 유아 영어교육 관련
교재 개발 또는 교사 교육을 하는 회사에 소속 되어 회사가 연계해 주는 영유
아 교육 기관에 나가 영어 수업을 하는 교사를 의미 한다(김지영, 김태영, 2016).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사교육에서 일하는 교사들과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있다. 아동영어교사들의 전공 또한
다양하다. 김민화, 유연옥(2012)에 따르면 유치원 영어 교사는 73.2%가 영어 전
공자였고, 유아교육 전공이 2.2%, 이 둘에 속하지 않는 타 전공은 24.5%였다.
최혜정, 조성자(2007)의 연구에서도 영유아 대상 영어교사의 학부 전공을 조사
한 결과, 영어교육 전공자 35.7% 로 가장 높았고, 유아교육학 및 아동학 전공
자가 18.9%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영어교육은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사교
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동영어교사는 영어관련 전공자와 유아교육 관
련 전공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아동영어교사는 일반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유치원, 파견교사,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방과후 학교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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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아동영어교사만을 대상으로 해당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아
직까지 없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교사 대상을 넓혀 유아 영어교
사와 초등영어교사의 어려움을 다룬 연구들을 조사했다. 김태영, 안정주(2016)
는 유아 영어 방문 교사의 동기와 탈 동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 했다. 이 연구
는 119명의 유아 영어 방문교사가 32개의 설문 문항에 응답했다. 그 중 14문항
은 유아 영어 방문 교사의 탈 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요인분석을
진행했다. 탈 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심리적 소진, 자신감 부족, 부적절한
외부적 지원, 자율성 결여로 추출되었다. 그 중 교사들의 가장 큰 탈 동기 요인
은 외부의 부적절한 지원이었다. 이것은 교사 자신이 느끼는 외부의 부적절한
압박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의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무급으로 재롱 잔치나
부모 참여 수업에 참여 한다는 것이나, 외부교사로서 느끼는 소외감, 교구나 수
업 교재에 필요한 것들을 사비로 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30대 이상의 선생
님의 경우 심리적 소진이 가장 큰 탈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수현, 정혜영(2018)의 연구는 22명의 초등 교사를 변인(교원양성기관에서의
영어교육경험의 유무와 영어교육 경력)별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초등 교
사가 인식하는 영어 수업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교원 양성 기관에
서 교사 교육을 경험한 교사들은 학생을 다루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수업 효율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 경력이 높은 교사일
수록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경력이 낮은 교사일수록 교사로서의 자신의 부족
함이 가장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앞서 해외에서 진행된 Copland, Garton과 Burns(2014)는 5개 국가(이탈리
아, 콜럼비아, UAE, 탄자니아, 한국)의 초등영어교사 4,459명을 개방형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공통적인 7가지 어려움과 각 나라에 따른 특정한
어려움을 도출해 내고, 각 나라별 교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비교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밝혀낸 5개 국가의 초등영어교사가 인식하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첫번째는 말하기 교육, 그 다음으로는 교실 운영법(훈육 및 아이들 통제), 학생
들의 동기부여, 학습자의 수준이 차이가 큰 수업, 쓰기 교육, 문법 교육, 마지막
으로 학생수가 많은 수업이 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나라별 교사의 어려움도 소
개했는데, 그중 한국 초등영어교사가 인식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습자의 수
준차이가 많이 나는 수업, 말하기 수업,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하는 것, 훈육이
나 체벌을 통한 아이들 통제법, 그리고 선생님 자신의 부족한 말하기 능력, 마
지막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가르치는 수업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았을 때, 유아영어교사들은 외부적인 환경 요인
들로 인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요약 된다. 초등 교사들은 교원
양성 기관에서의 교육 유무에 상관없이 교실운영법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
고, 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는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교사 경력이 적은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연구를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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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초등 영어교사의 7가지 어려움의 범주는 본 연구의 분석 범주로 사용했다.

2.3. 교수 경력에 따른 차이 연구
교수 경력에 따라 교사의 교실행동이나 신념 혹은 지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Borg, 2015). 연구 결과 마다 차이가 존
재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교수 경력에 따라 교사의 관심이나 필요 행동 신념
이 달라진다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Nunan(1992)의 연구는 호주에서 9명의 ESL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교수 경험이 많은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수업
중에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더
많은 교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은 수업 내용과 학생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관
심을 갖고,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은 수업 내용 보다 수업 운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들은 이미 수업 운영
에 대하여 자신만의 규칙을 세워 학생들이 그 규칙에 익숙 할 수 있게 만들어
수업을 진행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수업 내용과 학생들의 언어 사용에
사용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ichards(1998)는 홍콩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16명의 ESL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
업 전에 수업 계획과 실제 수업에서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교수 경력이 많은 선
생님은 수업 이전의 계획과 실제 수업에서의 차이가 있었는데 대부분 수업 시간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수업 계획
을 즉흥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초임 선생님들은 수업 계획 그대
로 진행하는 경향이 큰데 그 이유를 살펴 보면 초임 선생님의 경우 갑작스런 변
화나 예측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두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sui(2005)의 연구는 홍콩에서 같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수 경력이 상이한 4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1년 반 동안 수업 관찰과 인터뷰 등을 진행한 장기 연구
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수 경험이 적은 교사 들은 수업에 대한 여
러가지 현상을 이분화 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수업의 재미와 학습
에 대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수업 목표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경험
이 많은 선생님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보고 해결하
려 했다. 수업의 재미와 학습을 공존 하기 힘든 두가지의 측면이 아닌 수업의
한 부분으로 두가지를 조화 시키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Mok(1994)의 연구는 미국에서 ESL 수업을 하는 12명의 교사를 3
년 이상의 수업 경력이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짧게는 6개
월, 길게는 30개월 동안 인터뷰와 저널 쓰기 실습 보고서를 통해 두 그룹의 어
려움을 비교 했다. 두 그룹을 통해 발견된 어려움을 5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교
사로서의 자신의 역할, 학생에 대한 태도, 수업 전략에 대한 결정, 교재 교구의
선택과 사용, 교실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5가지 발견된 범주에 따
른 두 그룹의 차이는 없었다. Borg(2015)는 두 그룹의 차이가 존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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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ok(1994)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수업 관찰을 통해 분석을 한 연구는 아니
므로 해석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연구는 긴 기
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자료를 수집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언급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교수 경력에 따라 교사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수업 준비와 계획, 수업 중의 행동과 결정, 수업 후의 자기 성찰 내용의 차이
등의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각 연구마다 교수 경력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했지만, Mok(1994)의 연구만 제외하고 교수 경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수 경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Mok의 연구처럼 교수 경력 3년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
어 각 그룹이 인식하는 어려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중학생 이상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업 결정 양상을 살펴본 연
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동영어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어려움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참여자
두가지 연구 방법(개방형 설문지와 면담)에 대한 참여자로 나누어 기술하였
다. 첫번째는 개방형 설문지로 250명의 아동영어교사가 참여하였고, 설문참여자
중 면담에 응하기 원한다고 응답한 참여자중 면담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참여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최종 6명의 참여자를 심층 면담 하였다.
3.1.1. 개방형 설문지 참여자
본 연구의 개방형 설문지 참여자는 일반유치원(18.4%), 영어유치원(22.8%), 방
과후 교사(17.6%), 파견교사(14.0%), 영어학원(27.2%) 교사로 구성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유아를 가르치는 교사 25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
구 참여자 섭외는 연구 진행에 따라 설문자를 추가해 가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 서울, 경기, 인천 어린이집과 영어학원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
하여 시행하였고, 직접 만나서 응답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을 통해 설문을
의뢰하였다. 그 중 설문 응답을 하지 않은 8명의 교사를 제외한 250명의 교사
들의 응답만 연구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1과 같이 절대 다수가 여성(92%)이었고, 연령층은 20대는 93명(37.2%) 30
대가 131명으로 전체의 52.4% 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40대는 25명
(10%), 50대 1명(0.4%)으로 나타났다. 영어를 전공한 교사는 159명(63.6%)이었고,
유아교육, 보육학, 아동학 등의 전공자는 91명(36.4%)였다. 참여교사들의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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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은 골고루 분포해 있었다. 일반 유치원 교사 46명(18.4%), 영어유치원 57
명(22.8%), 초등학교 교사 44명(17.6%), 방문교사 35명(14%), 영어학원 68명
(27.2%)으로 나타났다. 유아영어교사의 교수 경력은 3년미만 126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5년 62명(24.8%), 5년-10년 52명(20.8%), 11년이상 10
명(4%)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영어교사가 아닌 아동영어교사로
서의 교수 경력만 포함 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 (N=250)
구분

특성
성별
연령

전공
가르치는 곳

교수경력

여
남
20대
30대
40대
50대
영어교육관련(영어, 영문학, 영어교육)
유아교육관련(아동학, 보육학)
일반유치원
영어유치원
방과후교사
파견교사
영어학원
3년미만
3-5년
5-10년
11년이상

빈도(명)
230
20
93
131
25
1
159
91
46
57
44
35
68
126
62
52
10

백분율(%)
92.0
8.0
37.2
52.4
10.0
0.4
63.6
36.4
18.4
22.8
17.6
14.0
27.2
50.4
24.8
20.8
4.0

3.1.2. 면담 참여자
설문에 응한 250명의 교사 중 추가 면담에 응할 수 있다고 이메일을 기재한
교사 중 교육 경력 3년미만 3명, 3년이상 3명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표 2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어전공자 5명, 유아교육 전공자 1명이다. 교사들이
현재 가르치는 곳은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일반 유치원, 파견교사, 초등학교 방
과후 등 다양한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참여했다.
표 2
연번
A
B
C
D
E
F

연령
20대
30대
30대
40대
40대
40대

인터뷰
전공
영문학
영어
유아교육
영어교육
영어
영어교육

참여자 배경
가르치는곳
영어학원
초등학교방과후
일반유치원
영어유치원
파견교사
초등학교방과후

경력
1년
2년
3년
5년
10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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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도구
3.2.1. 설문지
본 연구 도구인 설문지는 아동영어교사의 어려움을 조사하기 위해 제작 되었
다. 참여자의 배경을 알기 위해 성별과 나이, 전공, 가르치는 곳, 그리고 아동
영어를 가르친 기간을 물었다. 또한 주관식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항을 제
시했다. 1)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 칠때의 고민과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2) 만
약 미래에 교사 교육의 기회가 생긴다면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요? 3) 아동영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 3가지를 적어주세요. 개방형으로 질문을 제시하여 교
사들의 다양한 생각을 기술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
1과 같다.
3.2.2. 면담
면담은 반 구조화로 진행되었다. 각 교사와 2번씩 총 12번을 만났고, 각 면담
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첫번째 만남에서는 교사의 설문 응답 내용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고, 두번째는
첫번째 면담을 분석한 후 명확히 해야할 내용과 첫 면담 후 생긴 의문점에 대
해 질문을 했다. 자세한 인터뷰 질문은 부록 2에 실었다.

3.3. 분석방법
연구 자료는 해석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표준 절차(Graue & Walsh,
1998)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글 프로그램으로 전사하고 전사
된 자료들을 rt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QSR NVivo 10.0 프로그램에서 코딩
작업을 하였다. 일반적인 분석 절차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전사 자료를 비지정
노드(free nodes)로 코딩하였다. 추가되는 새로운 자료는 노드화를 거쳐 다시 기
존 노드(existing nodes)에 추가하였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분석하는 작업을 거치
면서 유목화 노드(tree nodes)로 범주화하고 체계화하면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주
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제들은 Copland 등(2014)이 발견한 5개 국가의 초등
영어교사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7가지 어려움(말하기 교육, 교실운영방법, 동기
부여, 학습자의 수준이 큰 수업, 쓰기 교육, 문법 교육, 학생수가 많은 수업)과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범주들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한국 아동영어교사들
이 언급한 특수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각 범주들의 횟수를 분석하
고, 교사의 경력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3년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어려움의 빈도와 비율을 분석했다. 인터
뷰는 전사하고 각 범주에 따른 어려움을 언급한 교사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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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첫번째 질문은 교사가 인식하는 아동영어교육의 어려움을 기술하는 개방형
질문이다. 표 3은 아동영어교사가 언급한 어려움을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각
범주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교사의 응답은 총 335번 있었고 이 응답을 9개
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겠다.
표 3
개방형 설문 응답에 따른 교사의 어려움 범주와 빈도
어려움 범주
빈도
수업운영
75
학습자의 큰 수준차이
62
동기부여
55
교수법
46
학부모
30
한국영어교육의 상황적 제약
26
교사의 말하기능력
20
평가도구, 교재, 교구의 부족
12
흥미와 학습의 조화
9
합
335

4.1. 아동영어교사의 어려움
4.1.1. 수업운영
아동영어교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어려움은 수업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수업 운영은 일반적인 의미의 교실 운영과 같은 소그룹 진행,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선생님의 전반적인 행동 양식을 이야기 한다. Copland 등(2014)
에서 사용한 정의와 같이 아이들 훈육, 행동 교정, 수업 참여 유도를 포함한다.
250명의 교사가 75회 교실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영어교사들의 수업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아동영어교사의 어려움 일뿐
아니라 Copland 등(2014)이 연구한 다섯 개 국가에서 두번째로 많은 초등영어
교사들이 언급한 어려움이기도 하다. 특히 3년 미만의 아동영어교사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분야이기도 했다. 아동영어교사 A와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
났다.
아이들의 집중 시간은 짧고 마쳐야 하는 진도는 있고 하다 보니 마
음이 급해지더라구요. 수업 시간에 돌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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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디까지 제지 해야 하고 받아줘야 하는지 판단이 힘들 때가 많
아요. 그러다 보면 진도는 못나가고 제 마음은 더 급해지고 악순환
이죠. (아동영어교사 A, 경력 1년)
아동영어교사 A는 교수 경력이 1년된 초임 교사로 수업을 계획하고 가르치는
것 대한 부담 뿐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시간 내에 모두 마쳐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신념은 Richards(1998)의 연구 결과와 마
찬가지로 자신이 계획한 것 이외의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고, 예측 하지
못한 아이들의 행동 통제를 해야 하는 심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수업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아이들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
가 많음을 또다른 교사 B와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아이들 관심을 끄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을 해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그룹활동을 어떻게 진행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을지 등 이
런 고민들이 결국 제가 아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심리나 발달 특성을 알지 못해서 수업 운영 하는
데 힘든 게 많지 않나…. 유아 교육이나 아동학 등을 따로 공부 하
면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 심리도 도움될 것 같고요. (아
동영어교사 B, 경력 2년)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비율을 살펴 보면 약 64%가 영어 전공자 이다. 영
어교육 전공자들은 영어교육론이나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다. 교육 실
습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영어 전공 교과
과정 중 아동영어교육론이나 아동 심리 및 유아 발달의 이해를 포함하는 곳은
드물다. 이러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 유아교육학적 지식없이 수업 운영을 해야
하는 점을 제일 큰 어려움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아라, 김태영
(2017)에서도 나타났다. 영어 능숙도 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사 재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영어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도움
이 필요하다.
4.1.2. 학습자의 큰 수준 차이
Copland 등(2014)이 언급한 학습자의 큰 수준 차이 또한 한국 아동영어교사
들이 두번째로 많이 겪는 어려움으로(62회) 나타났다. Copland 등(2014)의 연구
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전 선행 연구들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최근 아동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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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겪는 새로운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영어 특성상 수준별로 수
업을 배정하기 보단 연령별로 반을 배정하다 보니 학습자의 수준 차이가 큰 경
우가 많다. 교수 경력이 10년 이상 된 고경력 교사 F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은 시험이나 목표가 확실히
있다 보니 학년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동영어교육 같은 경우엔 특정한 기준이나 평가 방법이 정
해져 있지 않다 보니 학습자가 잘하고 못하고 대한 기준이 모호 하
고 어렸을 때 해외연수 경험이나 해외에서 살다 온 아이들도 많아
요. 한 수업에서 이러한 아동들이 같이 있는 경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맞추기가 힘들어요. (아동영어교사 F, 경력12년)
교사 F의 면담에서 나타나듯이 아동영어교육의 경우 시험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영어교육은 누리과정이나 초등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동들은 사교육이나 방과후 수업을 통해 영어를
배우게 된다. 해외연수 등으로 영어 노출이 많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차이도 존재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개인별 수준이 아닌 연령에 따라 반을 나누어 수업
하는 구조 때문에 교사의 부담이 가중 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고가의 영
어유치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수업 사이즈는 개별화 수업을 하기
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교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4.1.3. 동기부여
세번째로 아동영어교사들이 많이 언급한 어려움(55회)은 동기부여와 아동의
학습 동기 유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Copland 등(2014)의 연구에서도 세번째
로 많이 언급된 어려움이었다. 면담을 통해 동기부여와 유지에 대한 교사의 의
견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엄마가 시켜서 앉아 있는 아이들 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동
기 부여 하는 것에 대해 가장 신경 쓰죠. 영어가 재미 있어야 계속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고, 그런 관심을 어떻게 하면
지속 시킬 수 있을까 하는게 고민입니다. (아동영어교사 C, 경력 3
년)
중고등학생의 경우 시험 점수라는 수치화된 목표가 있기때문에 영어 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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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확실하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중고생이나 성인처럼 뚜렷한 학습 동기
가 있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주기 위해 또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지 하기 위해
교사들이 노력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교사들에게 어려움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
영어에 대한 흥미를 주고, 그 흥미를 유지 시켜주는게 제 역할이라
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항상 흥미를 위해 노래
나 율동 동화 게임 등 많은 액티비티들을 찾아보고 해요. 그런 것들
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재미를 느끼면 가장 즐겁고 좋더라고요.
반대로 아이들이 재미 없어 하고 지루해 할 때 제일 힘들고요. (아동
영어교사 D, 경력 5년)
교사 D의 면담을 보면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동기유발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었다. 실제로 Nikolov(1999)는 84명의 초등학교 1-2학년의 헝가리 아
동을 대상으로 영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158회의 응답 중 65회
영어가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인지하는 것처
럼 아동의 경우 영어 학습의 동기는 ‘재미와 흥미’인 것으로 보인다.
4.1.4. 교수법
연구에 참여한 아동영어교사가 기술한 어려움 335회중 교수법에 대한 고민은
46회 언급되었다. 연령과 레벨에 맞는 교수법(25회), 새로운 교수법(15회), 다양
한 교수법(6회) 등의 일반적인 교수법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미 많은 교수법을 전공수업을 통해 배웠어요. 그런 교수법 말고
진짜 아이들에게 맞는 연령과 레벨에 맞는 교수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건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에게 맞는 교수법
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이들은 아직 인지가 발달 하지 않고 성인학
습자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깐 아이들에게 맞는 교수법 특히 인지나
발달을 고려한 교수법을 알면 수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영어교사 E, 경력 10년)
교수 경력이 10년이 된 교사와의 면담에서 보듯이, 영어교육전공자들은 전공
수업을 통해 교수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성인학습자를 대
상으로 한 교수법을 이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어린이영어교육전공이나, 초
등영어교육 전공을 제외하고 교사들이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교수법을 배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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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 운영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영어교수법을 배우고자 하는 교사들의 필요로 볼
수 있다.
4.1.5. 학부모
교사들이 기술한 어려움 335회 중 학부모로 인한 어려움도 30회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어려움이다. 학부모의 높은
기대, 학부모의 교육관, 지나친 간섭 등이 아동영어교사에게 어려움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영어교육 특성상, 아이들의 동기 보단 학부모의 동
기로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들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부모님 때문에 가장 어려워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파닉스를
배우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우리 아이가 왜 메리크리스마
스를 못 읽느냐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금방 눈에 보이
는 결과를 원하는 학부모님의 잘못된 기대가 제가 원하는 방향의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런 부모님 들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이 가장 힘듭니다. (아동영어교사 F, 경력 12년)
면담 교사중 가장 고경력인(12년) F 교사의 경우 자신 또한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를 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학부모의 잘못된 기대와 수업 방식에 대한 간섭이 있을 때, 학부모에게 자신의
교육 방법을 이해 시키는 것이 아동영어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기술했다.
이러한 한국 부모의 지나친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난
다. Linse(2011)는 120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부모님의 영어교육에 대한 신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학부모들은 영어는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가능한
단어를 많이 외우고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연구자는
교수 방법에 대한 학부모들의 간섭이 있을 경우 논쟁하기 보다는 학부모의 신
념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근거를 보여주며 설명 하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학부모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기 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
는지 이유를 묻도록 제언했다.
4.1.6. 한국영어교육의 상황적 제약
아동영어교사들은 한국 영어교육의 상황적 제약 즉 영어를 가르쳐도 아이들
이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적은 것과, 공통된 아동영어교육과정의 부재로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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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어려움을 26
회 언급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누리과정과의 연계 과정
이 적다 보니 의미 있고 연계성 있는 교육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뿐 아니라 유아 영어교육과 초등 영어교육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
되었다. 이상기, 이창희, 박현민(2018)의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연계 동화와 동요
를 활용한 직장 어린이집 유아 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양상과 효과에 대한 분석
을 진행했다. 영어를 처음 접한 4명의 아이들(만 3세)의 인지적, 정의적, 언어적
변화에 대한 9개월 동안의 관찰 면담 연구를 진행했는데, 누리 과정 연계에 따
른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반복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육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아동
영어 교육을 통해 영어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영어 교육은 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는 영어교육 환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와 같은 환
경에 대한 제약은 아동영어교사 E와의 면담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쳤고, 저희 아이도 비싼 돈 들여서 영어유치원
을 보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깐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
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해서 뭐하
나.. 어차피 부모들이 해외 연수를 보내 주지 않으면, 영어를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지 않으면 소용 없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릴 때 열심히 가르쳐도 연속성이 없으니깐
저희 아이도 이제 다른 한국 아이들이랑 다르지 않아요. 외우고 시
험 보고… (아동영어교사 E, 경력 10년)
그는 교사로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의 교육 경험을 통해 조기영어교육을 시켜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어를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한국의 공교육을 받고서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없다는 상황에 대
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교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교실 외부의 상황 또
한 아동영어교사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4.1.7. 교사의 말하기능력
교사의 영어 말하기에 대한 어려움은 20회 언급되었다. 교사의 말하기 능력
에 대한 고민은 교사 자신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것, 발
음의 부정확성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한다. 이 어려움은 이전 선행연구에서 밝
혀진 한국 영어 교사들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Butler, 2004; Copland, Garton, &
Burns, 2014). Copland 등(2014)의 연구에 참여한 5개의 나라 중 한국과 이탈리아
만 교사 자신의 영어말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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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같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해외 연수를 나가본 경험도 없다 보니
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요. 내가 말하면서
도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나 싶기도 하고요. (아동영어교사 C, 경
력 3년)
교사 C의 경우 면담 참여자중 유일하게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였다. 이 교사
의 경우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언급했는데, 자신의 영어능
력 때문에 아이들에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에 노출되어 잘못된 문장을
습득하게 될까 고민했다. 말하기 능력에 대한 것 뿐 아니라 교사 A와 같이 교
사 자신이 ‘원어민 발음’이 아니라 아이들이 올바른 발음 습득에 부정적 영향
을 끼칠것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냈다.
발음이 신경 쓰여요. 제 발음에 자신이 없다 보니깐 멀티미디어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식 영어 같은 제 발음 보단 원어민 선생
님의 발음으로 녹음된 동화나 노래를 틀어줘서 따라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동영어교사 A, 경력 1년)
여전히 한국 아동영어교사들의 생각엔 원어민 발음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
고 그것에 대해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업 시간에 자신이 직접 동화
나 노래를 불러 주며 아이들과 상호 작용을 하기 보다 CD나 비디오 등의 멀티
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의 말하고 듣고 따라 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
동영어교육 또한 의사소통교수법을 강조하면서 말하기 교육은 더욱 강조 되고,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것(TETE)을 학부모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
를 반영한 결과로 교사들이 자신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8. 평가도구, 교재, 교구의 부족
아동영어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335번 언급중 12번 나타난 범주는 평가도구의
부재와 아동의 연령과 레벨에 맞는 교재와 교구의 부족함에 대한 것이다. 이것
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어려움이다.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경우
아동영어교사보다 아이들의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나 교재 교구들이
시중에서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는 ‘평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교사 스스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또 얼마만큼 수업을 이해
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어떤 것에 목표를 가지
고 교재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어려움이 있다. 교재보다 더 부족한 것은 교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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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유아 영어 교사 경우 교구를 많이 제작하는데 그것
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가는 것도 어려움으로 언급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은 A회사 소속이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교재를 그
대로 사용 하면 되고 교구 만드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회사 자체 교
사 교육을 통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재도 제가 골라야 하
고 교구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투자 되니
깐.. 재료비는 제 월급에서 제가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계속
새로운걸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영어교사 B, 경력 2년)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인 B의 경우 자신이 교재도 선택하고, 교구의 경우 직접
만든다고 언급했다. 주기적으로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방과후 교사의 경우 수
업을 ‘흥미롭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등록해야 해당 교사의 수업이
열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교사는 새로운 교구를 직접 제작 하여 아
이들에게 ‘흥미로운’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것에 필요한 시간과 재정의 투
자는 교사 몫인 것이다.
4.1.9. 흥미와 학습의 조화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흥미와 학습의 균형을 잡힌 수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9회 언급했다. 앞에서 언급 된 것과 같이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영어
에 대한 동기 부여와 유지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흥미를 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하여 ‘놀이로서의 영어교육’을 추구 하지만 결국 학
부모나 학교 원장이 원하는 것은 ‘학습으로서의 영어교육’인 모순적인 모습이
다. 이 사이에서 교사는 흥미와 학습에 대한 조화와 균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흥미랑 학습효과 둘다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많은 돈
을 주고 보내는 거잖아요. 7세반 부모님의 경우 학습적인 부분을 더
많이 요구하시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재미있어 하면서도, 무언
가 학습의 결과를 기대 하시잖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야 하는 수업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동
영어교사 D, 경력 5년)
아동영어교사 D의 면담내용에 나타난 것처럼 유아들은 흥미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7세 아이는 학습 또한 강조한 수업을 고
려해야 한다. 김혜미(2017)의 연구는 유치원생을 자녀로 둔 75명의 부모에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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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의 부모님들
은 아이들의 ‘흥미’를 우선하는 영어교육을 선호하면서도 실제로 자녀 영어 교
육의 방법은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선행’을 목표로 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었
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흥미’를 우선하는 영어교육을 선호하지만 결국에 수
요자 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
는 것, 즉 이 두가지를 조화롭게 수업 시간에 구연해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아
동영어교사들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4.2. 교수 경력에 따른 어려움의 차이
교수 경력에 따른 어려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3년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는 교사(124명)와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126명)를 두 그룹
으로 구분하였다. 어려움의 범주에 따른 두 그룹의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 결과
는 표 4와 같다.
표 4
교수 경력에 따른 빈도 및 교차분석
항목
수업운영
수준차이
동기
교수법
학부모
한국영어교육의 상황적 제약
교사의 말하기능력
평가도구 및 교재 교구 부족
흥미와 학습의 조화
합계

빈도
37
29
33
23
11
8
13
6
3
115

3년미만
비율(%)
49.3
48.3
60.0
50.0
45.8
38.1
65.0
50.0
33.3

3년이상
빈도
비율(%)
38
50.7
31
51.7
22
40.0
23
50.0
13
54.2
13
61.9
7
35.0
6
50.0
6
66.7
114

표 4에서 보여주듯이, 두 그룹의 어려움은 거의 비슷한 순서로 나타났다. 3년
미만의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수업 운영,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하기, 한
수업 안에서의 학생들의 큰 수준 차이, 교수법, 교사의 말하기 능력, 학부모와
의 기대와 관계,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상황적 제약 ,평가 도구 및 교재의 부족,
마지막으로 흥미와 학습의 조화에 대한 어려움의 순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의
아동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수업 운영, 수준 차이, 교수법, 동기
부여, 학부모와의 상담, 영어교육의 상황적 제약, 평가도구 및 교재의 부족, 흥
미와 학습의 조화 시키는 것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3년 미만 초임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동기 부여
를 하는 것과 교사 자신의 영어 말하기에 대한 어려움을 3년 이상의 교사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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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많은 비율로 언급했다. 교수 경력 3년이상 된 교사들의 경우 자신이 바
꾸기 힘든 한국 영어교육의 상황이나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학습이 일어날수 있는 두가지를 조화롭게 교실 안에 적용하는 것을 어려움으로
언급했다. 이런 결과로 보았을 때, 경험이 더 많은 교사의 경우 교실 밖의 사회
적 교육적 상황을 고려하여 흥미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험이 적은 교사들은 영
어로 수업을 진행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수업 내에서 아이들이 흥미와 동기
를 부여 하는 부분 교실내 상황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Tsui(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Tsui의 연구에서도 교수
경험이 많은 교사들은 문제를 이분적으로 보기보다 통합적으로 보고 해결하려
고 노력하고 흥미와 학습을 조화시키려는 모습을 발견했다. 또한, 이수현, 정혜
영(201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경력 초등학교 교
사들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고, 반면 저경
력 교사의 경우 자신의 부족함(영어 말하기 능력 아동에 대한 지식의 부재)때
문에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Mok(1994)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부분도 나타났다. 그의 연구 결과는 교수
경력 3년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그룹 간에는 어려움의 범주에
차이가 없음을 언급했다. 본 연구에서도 두 그룹의 어려움의 범주가 다른 것은
아니었지만 교수의 경력에 따라 더 큰 어려움을 인식하는 범주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초임 교사들은 자신의 영어 유창성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언급하고, 3년 이상 된 교사들은 우리나의 영어교육의 상황적인 제약에 대
한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러한 차이는 Mok의 연구 대상이 ESL 교사이기 때문
에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실 외에 영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적 제약
이나 교사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어려움으로 생각할 수 없는 ESL 상황의 차이
가 연구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250명의 아동영어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이
교수 경력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설문과 반 구조화 면담법을 사용하
여 조사 하였다. 250명이라는 적은 숫자의 교사를 분석 하였다는 제한점이 존재
하지만 아동 영어 교육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교사의 어려움을 혼합적 방법
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 아동영어교사의 어려움과 교수 경력에 따른 어려움의
차이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영어교사는 초등학교 정규 영어수업 교사 혹은 중고등
영어교사와 다른 교육적 상황에서 가르치고 있다.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영어교사들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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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학년에 기대하는 학업 성취 기준이나, 그에 따른 교과 과정이 불분명하
다. 게다가 아동영어교사가 되기 위한 기준이나 자격시험이 존재 하지 않기때
문에 직업으로서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고, 이러한 교육 상황의 특수성 때문
에 교사들은 대부분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이고, 호봉이나 경력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주제 범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영어교사의 어려움은
수업 운영, 학습자의 큰 수준 차이, 학습자의 동기 부여, 교수법, 학부모의 기대
와 간섭, 한국영어교육의 상황적제약, 교사의 말하기능력, 평가도구 및 교재 교
구의 부족, 마지막으로 흥미와 학습의 조화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아동영어교사의 어려움은 선행연구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Copland 등
(201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 수업에서의 학습자 간의 큰 수준 차이는 2014
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교사들의 어려움의 범주이다. 또한, 이
번 연구에서도 아동영어교사들이 두번째로 많이 언급한 어려움이다. 이것은 새
로운 어려움의 범주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셋째, 선행 연
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아동영어교사들의 ‘학부모’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났다.
아동 영어 교육 특성상 학부모의 관심이 크고 아이들의 의사 보다는 학부모의
동기와 의지로 영어 교육을 시작한다. 특별히 공교육에서 정규 과정으로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여분의 사교육비 지출로 기관에 맡긴
다. 이런 사회적 상황 때문에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과 잘못된 기대로 인해
아동영어교사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수 경력
에 따른 아동영어교사의 어려움의 차이는 존재 한다. 초임 교사의 경우 교사
자신의 말하기 능력이나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학습자들이 교실 외에 영어를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유아와 초등 혹은 아동과 중고등학생의 영어교육의 연계
성 없는 교육에 따른 어려움 등 교실 외적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언급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영어
교사들이 인식하는 어려움의 범주들을 살펴 볼 때 가장 많이 언급한 수업 운영
법과 교수법에 대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교육학적
지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들의 관심과 발달 단계 심리 등을 교사
재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현재는 초등학교 3학
년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지만 영어교육 시기를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앞당기
는 것과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누리과정에도 영어교육
을 포함시켜 체계적이고 초등학교 영어교육과 연계성 있는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수 경력에 따른 어
려움의 차이를 반영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초임 교사의 경우 자신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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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면서도
교사 자신이 세운 계획 안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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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아동영어교사의 어려움
선생님 본인의 간략한 인적 사항에 응답해주세요.
Gender (성별) M (남) _______ F (여)
Age (나이) _______
1번부터 7번까지, 가장 선생님의 상황과 잘 맞는 한가지에 답해주세요.
1. 내가 주로 가르치고 있는 기관은?
1) 일반유치원 2) 영어유치원 (영유아대상) 3) 초등학교
4) 영어학원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5) 어린이집 6) 파견교사
7) 기타_______________
2.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친 기간은?
1) 3년미만 2) 3년-5년 3) 5년-10년 4) 10년 이상
3. 선생님의 교육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전공 대학교 ___________________ 대학원 ________________________
4. 아동영어교사로서의 고민과 필요를 적어주세요
1) 영어를 어린아이들 에게 가르칠 때의 고민과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2) 만약 미래에 교사교육의 기회가 생긴다면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3) 선생님 생각엔, 아동 영어선생님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 지식은
무엇인가요?

부록 2
아동영어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면담질문
1. 아동영어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가장 이상적인 아동영어교사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3. 아동영어교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아동영어교사로서 선생님의 장점?
5. 아동영어교사로서 선생님의 단점?
6. 어떤 경우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나요?
7. 어떤 경우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나요?
8. 수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긴 경우에 이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7. 수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8.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9. 아동영어교사로 직장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10. 유아/초등 영어 교육과 관련한 정부나 지자체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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