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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이병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우리 나라에서 조기영어교육이 갖는 효과와 의미

Ⅰ. 들어가는 말

1997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정식으로 영어교육이 시작된 이후 약 6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초등학교 영어교

육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었다. 특히 조기영어교육 ‘열풍’으로 표현되는 어린이들

을 상대로 하는 영어 사교육의 확대와 영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그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조기

영어교육이 현재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가 처한 언어 환경적인 조건에서 조기영어교육이 어떤 의미

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정보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21세기의 삶의 공간에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영어교육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동의 인식은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

리나라 상황에서 조기영어교육이 갖는 효율성과 의미를 실증적인 연구 사례를 통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

히， 이러한 영어 조기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문제이

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실증적인 자료들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의 연구들을 

통해서 조기에 영어에 노출시켜서 학습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유추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조기영어교육이란?

현재 ‘영어조기교육’ 또는 ‘조기영어교육’이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인 구글의 검

색 결과 ‘조기영어교육’이라고 했을 때 약 3，750개가 검색되었고， ‘영어조기교육’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을 때 

1,400개가 검색되었다.1) 영어교육을 조기에 시킨다는 의미에서 ‘조기영어교육’이 다른 부문에 대한 조기교육과 

대비할 수 있는 의미의 ‘영어조기교육’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조

기에 시작할 것인지，아니면 시기를 늦추어 청소년 시기에 시작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일반인들에게 보다 중요

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조기영어교육이라고 할 때 정확히 언제 시작하는 것을 조기영어교육이라고 지칭하는지 확실치 않다. 

일반인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웹 페이지를 활용하였다. 대개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0세에서 6세까지 기간에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을 조기영어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이 시기에 어린이들이 뛰어난 언어학습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이 시기에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영어교육에 노출되는 것을 조기영어교육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 인식인 

것 같다.2)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공교육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작하는 

모든 형태의 영어교육을 조기영어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조기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전

일제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 주 1-2회 원어민 가정방문을 통한 영어교육， 주 1-2회 가정방문 학습지를 통한 

영어교육， 기타 영어 이야기 책， 오디오， 인터넷， 비디오，CD-ROM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통하여 이루

어지고 있다.

1) 이러한 내용은 2002년 10월 11 일 구글 (google) 검색엔진의 일반 문자 검색을 이용한 결과이다.
2) 다음 사이트는 그런 일반인의 인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httD:j Ibebehouse.co.kr/newshbebe/content 

view.asD?HCode=21&MCode= 13&LCode=02#a2) 2002년 11월 21일 검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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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시기 있다 결정적 시기 없다 능력이 다르다
Lenneberg (1967) Bialystok(1997) krasgern, Long, Scarcella(1979)

Asher & Garcia (969) Bialystok & Hakuta(1994),(1999) Slavoff & Johnson (1995)
Munro, Flege, & MacKay,

(1996)
Birdsong (1992), (1999)

Birdsong & Molis (2001)
Oyama (1976) Flynn & Manuel (1991)

Tahta, Wood, & Loewenthal 
(1981)

Ioup, Boustagui， El Tigi, &
Moselle (1994)

coppieters， (1987) White & Genesee (1996)
Marinova-Todd, Bradford
Marshall, & Snow (2000)

[표1] 결정적 시기 가설에 대한 찬반 연구

Ⅱ. 논의

1. 영어학습에 절대적 시기가 존재하는가?

1.1 조기교육을 통해서 발음은 원어민처럼 가능한가?

흔히 조기영어교육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널리 인용되는 것이 ‘절대적 시기 (critical perio

d)’ 또는 ‘민감한 시기 (sensitive period) ’와 관련된 논의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논의는 아직도 그 가설이 검증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근의 제 2언어 습득과 관련한 연구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B

irdsong, 1992; 1999; 2001;Birdsong & Molis, 2001; Flege, 1999; Marinova-Todd, Bradford

Marshall, & Snow, 2000). 특히 발음과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들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Flege, Frieda와 Nozawa (997) 는 평균 5.8세 (전체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10세 이전에 캐

나다에 이민)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약 18년 이상을 그곳에서 거주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영어 발음을 조사하

였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비록 아주 어린 시절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어도 일상생활에서 이탈리아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모국어를 36% 정도 사용)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탈리아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

들(모국어를 3% 정도 사용)보다 확연히 외국인이라고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발음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정적 시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에 이민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영

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원어민의 발음과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비슷한 결과를 보

여주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의 경향은 제 2언어습득에서 나이의 영향과 함께，모국어，제 2언어 습득 환경，제 2 

언어 사용 빈도 등의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Birdsong & Molis, 2001; Flege, Fri

eda, Nozawa, 1997).

1.2 어떤 환경에서 결정적 시기인가? ESL vs. EFL?

또한 조기영어교육의 효과와 관련한 문헌을 이해할 때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조기언어교육의 

효과와 결정적 시기를 검증한 다양한 연구들이 우리와 같은 외국어 교육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전무하다

는 점이다. 그리고 언어학습에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연구들은 다른 무엇

보다 이민 간 나이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 Johnson & Newport, 1989).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에서 언제 모국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가 하는 점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달리 해석하면 목표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이민을 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며，그만큼 외국어 교육환경에

서 조기교육의 효과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다음은 결정적 시기와 관련된 연구들

을 정리한 표이다. 이 표에 나타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상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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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ley & Hart (1997) Bongaerts, Planken， Schils(1995)

Johnson (1992) Bongaerts, Planken， Schils(1997)

Johnson & Newport (1989)
(1991)

Flege(1999)， Flege, Frieda,
Nozawa(1997)

Patkowski (1980) Flege, Takagi, & Mann(1995)

Schachter (1993) Moyer(1999)

Sorace (1993) Neufeld(1978), Snow &
Hoefnagel-Hoehle(1977), (1978)

1.3 학습 유형의 차이: 암묵적 학습 (lmplicit Learning) vs. 명시적 학습 (Explicit Learning)

언어학습과 관련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험론적인 접근

방법으로 직접적인 노출과 경험을 통해서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적이고 명

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학습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암묵적인 학습에 

강하다. 즉, 의식적으로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보다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놀

이나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어린이들은 보다 우수한 언어 학습 능력을 보여준다. 만약 그 학습이 의식적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오히려 유치원 또래의 어린이들보다는 인지적 학습능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 형식적

이고 상위-인지적(Meta-Cognitive) 조작이 가능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다 빠른 학습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우거나， 자전거를 배우거나， 수영을 배우거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의식

적인 학습에 있어서 3-5세의 어린이들보다는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학습상황을 인지하고 통제

할 수 있는 8-11 세의 어린이들이 보다 빠른 성장속도를 보여준다. 언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지적 학습인 경

우 유치원 또래의 어린이들보다 8-11세나 13-4세에 오히려 더욱 빠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 (Pakwoski, 198

0).

조기에 어린이들에게 언어학습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학습의 조건이 암묵적인 방식과 집중적인 몰입교

육의 조건을 만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DeKeyser (2000)는 이러한 어린이들의 언어습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주장하고 있다. 

Children are better than adults at acquiring a language implicitly, ... Implicit acquisition processes, 

however, require massive amounts of input, which only a total immersion program can provide, not a 

program consisting of a few hours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per week. (p. 520)

즉, 나이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구분해야 할 문제는 어린이들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언어환경에 노출되고 엄청

난 양의 언어입력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성인들보다 우수하다는 점이다. 모국어 습득과 관련하여，Birdsong (2

001)에 의하면 어린이는 만5세 때까지 약 6백만 번의 발화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보

면 어린이는 하루에 약 4천 번의 발화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실에서 인위적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겨우 1

-2시간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즉，인지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청소년

이나 성인들이 같은 교육방식이나 같은 시간의 노출이면 보다 빠른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다.

1.4 어린이들이 영어를 조기에 배우는 것이 정서적인 문제는 없는가?

조기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

다. 흔히 어린이들의 경우에 아무런 심리적 부담감 없이 또래의 친구들과 잘 사귀고， 낯선 문화에 대해서도 적

응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도 성인들과 비슷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극단적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최근 Tabors 

(1997) 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 이민 간 어린이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짧게는 몇 주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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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길게는 일 년이 지나도록 영어를 말하지 않는 침묵의 시기 (Non-Verbal Period) 가 관찰되었다. 2살에 미국

에 이민 온 Panos라는 그리스계 미국 어린이는 일주일에 5일을 다니는 유아원에서 1 년 반이 지난 다음에 겨우 

영어를 말하기 시작했으며， Takahior라는 2 년 6 개월 된 일본 어린이는 3개월 동안 유아원을 다니면서 영어

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래의 친구들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립된 생활을 했다. 반대로 스

위스 제네바에서 불어를 배우는 미국 어린이의 경우 몇 달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조사결과를 보

면 (Tabors, 1997)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입을 열지 않는 시기가 좀더 나이가 든 어린이들보다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행동을 Tabors(1997) 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Children, although not cutting themselves off entirely from the second-language situation, find ways 

of avoiding learning much of the second -language being used around them. In situations in which ther

e are sufficient numbers of children who speak the same first language, some children will continue to 

associate with their same-language friends, forming social groups on that basis. (p. 81)

이처럼 어린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스스로 인지적인 학습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

는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조기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반드시 어린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른 나라 외국어 교육 사례에서 본 조기교육의 효과

 지금까지 주로 이민을 간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서 조기영어교육의 효과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우

리 어린이들이 조기영어교육에 노출되는 조건은 이민 간 상황과는 달리， 주로 교실환경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교실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들을 중심으로 조기언어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외국어로서 일본어 교육: 미국의 사례

조기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쉽게 외국어를 배울 것인가?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쉽게 배울 것인가? 그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구할 수 없

다. 그러나 미국에서 진행된 Donato, Tucker, Wadthayagorn와 Igarashi (2000) 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

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를 유추해볼 수 있다.

Donator 등 (2000)이 조사한 미국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로서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2] 는 이 연본어 교육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한 것이다.

국가 미국 우리나라
목표어 외국어로서 일본어 외국어로서 영어
대상 학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4-5학년 초등학교 3-6학년
교육시간 주당 75분 주당 40 또는 80분
교사 일본어 원어민 교사 한국인 담임 또는 전담 교사
교육시간 배분 매일 15분씩 5일 주1회 또는 주 2회
총 교육시간 285시간 204시간
총 교육기간 6년 4년
평균 능숙도 Novice-Mid ???

[표 2] 미국의 초등 일본어 교육과정과 우리나라 초등 영어교육과정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시간은 약간 적은 편이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 하루에 

집중되는 반면에， 미국 학생들은 거의 매일 조금씩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서 매일 반복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한편 교사는 조사된 프로그램의 경우에 일본과 미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쳐 본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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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일본인 원어민 교사인 반면에，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한국인 교사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된다. 경

험도 대부분의 한국인 교사들이 2-3년의 단기 경험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우리

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조건이 그 연구 대상 학교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 

결과를 보면， 외국어로서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이 약 285시간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도달한 

일본어 말하기 능력이 ACTFL 말하기 평가 기준으로 Novice-Mid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초등

학교에서 4년 동안의 학교 영어교육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교육시간，교육시간의 배

분，교육방법，교사의 질 등을 고려해 볼 때 잘하면 우리 학생들은 4년 간의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통해서 겨우 

Novice-Low 정도의 성취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의 영어능력이면 구사할 수 있는 단어의 수나 표현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의사소통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다 (Breiner-Sanders, Lowe, Miles와 Swender, 2000).

2.2 캐나다의 불어몰입교육 사례에서 보는 나이의 효과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어교육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조기영어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캐나다의 불어 외국어 교육은 몰입교육, 일반 외국어 교육, 핵심불어(Core French) 교육 

및 확장 불어(Extended French) 교육 등이 있다. 몰입교육의 유형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집중도 전체 전체 교육 시간의 100%

부분 전체 교과목 교육시간의 50%-80%

일부분 전체 교과목 교육시간의 50% 이하

기간 초기 몰입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중기 몰입 초등학교 4학년에서 12학년까지

후기 몰입  6-7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학교환경 몰입학교 학교 전체가 불어환경

학교 안이 몰입센터 영어학교와 같은 건물이지만 독립적인 운영과 공간을 확보

이중 트랙 학교 영어 프로그램과 불어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

[표3] 캐나다 불어 몰입교육 유형

캐나다 몰입교육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지는데 초기의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학년에서 몰입교육이 시작된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조기에 몰입교육을 도입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 고려되었지만，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이’보다는 교육시간, 노출의 양, 그리고 노출의 강도가 주요 변수로 

고려되었다. (Johnstone, 2002). 즉，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교육시간을 제공하고, 원어민 교사나 능숙한 목

표어를 구사하는 교사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제공하며, 분산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몰입교육의 특징이다.3) 다음은 어느 지역의 불어 교육시간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4]4)는 학년별로 핵심, 확장, 몰입 불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는 총 교육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3) 다음 연구들은 언어 교수방법에서 집중교육과 분산교육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이다: Lightbown & Spada, 1987; 

Tumbull, Lapkin, Haπ， & Swain, 1998; Wesche, MacFarlane, & Peters, 1994; Spada & Lightbown, 1989; 

Lapkin, Hart, & Harley, 1998; Collins, Halter, Lightbown, Spada, 199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집중교육이 분

산교육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확장불어교육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확장 불어교육 프로그램은 핵심 불어와 몰입 불어교육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핵심 불어교육이 불어과목에 한해서 불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확장 불어교육 프로그램은 몰

입 교육프로그램만큼 교육시간을 확보해주지는 못하지만，핵심 불어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기

획된 프로그램이다. (출처: http://www.occdsb.on.ca/publication/FSL/fslrepo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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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캐나다 오타와 및 칼튼 천주교 계열 학교들의 불어교육시간

[표5] 오타와 및 칼튼 지역의 불어 전체 교육시간

전체 교육시간을 보면， 10학년까지 몰입교육을 이수한 경우 5,0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온타

리오 주 몰입교육의 경우 8학년까지 최소한 3,80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최소한 전체 교육시

간의 50% 이상을 불어로 실시하는 것을 몰입교육의 기본 조건으로 한다.5) 

이러한 불어몰입교육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Hart, Lapkin과 Swain(1988)의 

연구는 초기와 중기 몰입교육 학습자들이 8학년이 되었을 때 불어 성취도를 비교하여 몰입교육을 받은 나이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보면, 초기 몰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전체 수업의 약 

50%를 불어로 교육받은 중기몰입교육 학생들보다 불어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 몰입교육

을 받은 학생들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00% 불어로 교육받은 중기몰입교육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별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언제 조기 외국어 교육을 시작했는가 하는 나이보다는 인지적 성숙도와 

장시간의 집중적인 교육이 크게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urnball et. al.,1998)

한편 , The Peel Board of Education in Canada(1992)에서 실시한 연구도 나이보다는 얼마나 오랜 시간 언

어에 노출되고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8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조기 불어몰입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확장불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였다. 조기 불어 몰입교육을 받

은 학생들은 전체 약 5,220시간의 교육을 받았고， 확장 불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약 1,260시간의 교육을 받

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학생들의 불어능력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에서 초기몰입교육을 받은 학

생들이 확장불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능력을 보여주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

을 언제 시작했는가 하는 나이보다는 전체 교육시간 및 교육의 집중도가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더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5) 출처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였다 The Ontario Curriculum: French as a second language, extended Fren

ch, French immersion, 2001 (www.edu.gov.on.ca/eng/ document/ curricul/fsl/fs1200l.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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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비교 대상 교육방식 및 교육시간 언어 능력 비교 결과

Lapkin, Hart와 

Swain(1991)

조기 불어몰입교육

1학년에 불어몰입교육, 시작 3

학년에 영어교육, 시작， 5학

년부터 불어/영어를 50/50으로 

교육(전체 5300-6040시간) 

8학년에 불어능력을 측정, 4가지 언어기능에서 조기 

불어 몰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기 학생들보다 우수

중기 불어몰입교육  전체 수업시간의 50%, 5학년

에 시작 (전체 2040시간) 

 말하기에서 조기몰입이 우

수(예외，의견을 개진하고 논지를 펼치는 평가는 예외)

 읽기와 듣기: 차이는 덜 뚜렷했다.

8학년 이후에 두 집단을 합쳐서 교육시키는 것은 무리

라고 봄.

Lapkin, Hart와 

Swain(1988)

조기 불어몰입교육 조기 불어 몰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기 학습자들보

다 우수중기 불어몰입교육

The Peel Boar

d of EcIucation 

(1992)

조기 불어몰입교육
8학년까지의 전체 교육 시간 

5220시간
8학년말에 불어 능력을 측정

확장 불어교육
8학년까지의 전체 교육시간 

1260시간

듣기， 말하기， 및 읽기에서 조기 불어몰입교육 학생

들이 확장 불어교육 학생들보다 훨씬 우수

Dicks (1994)

조기 불어몰입교육 초기， 중기， 후기 순서로 불어 능력이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남. 읽기나 쓰기에는 그룹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듣기 말하기 능력에서는 조기 학습

자들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중기 불어몰입교육

후기 불어몰입교육

Harley(1992)

초기 불어몰입교육
중등학교 과정에서 불어능력을 측정한 결과 후기 학습

자들이 읽기와 쓰기에서는 조기 학습자들과 비슷. 그

러나 듣기와 말하기에서는 조기 학습자들

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후기 불어몰입교육

The Carleton 

Board of EcIuc

ation(1996)

초기불어몰입교육

초등학교 1 학년 100% 불어

로 교육

2-5학년 80% 불어로 교육

모든 유형의 몰입교육학생들이 일반 불어 외국어 교육

을 받은 학생들보다 우수

중기불어몰입교육 5-8학년 50% 불어로 교육

조기，중기，후기 순서로 불어 습득도가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남후기 불어몰입교육

4-6학년 80%  불어로 교육

7-8학년 50% 불어로 교육

7-8학년 80% 불어로 교육

Kowal과 Swain 
(1997)

불어몰입교육 듣기와 읽기와 같은 이해능력에서는 원어민과 차이가 

없지만， 생산적인 측면인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원어

민과 차이.
원어민

[표 6] 캐나다 불어몰입교육과 관련한 연구

전반적으로 캐나다에서 불어몰입교육 과정을 거치면 약 5,0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에 초기, 중기, 후기에 몰입교육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언어능력은 전반적으로 초기, 중기, 후기의 순서

로 나타난다. (Wesche, Toews-Janzen, & MacFarlane, 1996). 그러나 나이의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먼저 초기에 몰입교육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7000-800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도 원어민 

수준의 성취도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원어민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

를 보여주었다. 이런 증거들로 보아서 초기에 조기교육을 실시해서 상당한 양의 언어입력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도 원어민 수준의 능숙도를 보여주지 못했고， 또한 결정적 시기 이전에 목표언어에 노출되어도 그것이 일상생

활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노출되는 환경이 아닌 경우 원어민 정도의 성취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읽기，쓰기，말하기，듣기의 각 영역별 능숙도를 보면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는 언제 시작했는가에 따라

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말하기에 있어서는 각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언어 영역에

서는 같은 집중도와 시간이면 초기몰입교육학생보다 중기나 후기의 학생들이 훨씬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었

다. 이러한 자료들은 조기 언어교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은 캐나다 몰

입교육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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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몰입교육의 유형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는데， [표 7] 은 다른 나라의 몰입교육환경에서 이루

어진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을 보면，조기에 언어교육을 실시해도 전체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을 목표언어로 이루어지는 몰입교육환경에서도 1-2년이 경과한 후에도 학생들의 능숙도는 크게 향상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isdell(1999) 이나 DeCourcy 등 (1999)의 연구에서 보면 2년이 경과해서 겨

우 문장단위의 발화를 하기 시작하며， 그것도 상당 부분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6)

[표 7] 다른 외국의 외국어 몰입교육 사례

6) DeCourcy 등 (1999) 의 연구에서 2년차 학생들이 보여주는 4단계는 발전단계 상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의 일치

가 안되고， 영어어순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오류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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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조기언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논란이 있다. 가장 중요한 논

의의 대상은 ‘어릴수록 다른 나라의 말을 잘 배울 수 있다 (the Younger, the Better)’ 그리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the Critical Period) ’는 가설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었으며， 대체적인 시각은 무엇인가 어린이에게 그들만의 타고난 언어습득 능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

정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린이들이 전

반적으로 모든 언어능력에서 청소년이나 성인들보다 우수한 것은 아니며, 나이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나 실증적인 실험들은 영어와 같은 목표언어에 거의 매일 많은 시간 노출되

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우리 어린이들이 영어를 미국, 영국, 호주 또는 기타 다른 영

어권 국가에서 배우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그 이외의 상황에서 (예，영어를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셋째 조기영어교육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조기에 영

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다른 시기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면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

도 나이가 들어서 언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 조사된 관련 문헌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우리와 같은 외국어 교육환경에서 조기영어교육의 의

미와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하다:

 1. 제 2 언어습득에서 나이의 효과는 어느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2. ‘외국어 교육 환경’에서 ‘절대적 시기 가설’을 적용하는 것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외국어 교육환경에서 ‘절대적 시기 가설’에 근거해서 영어교육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

족하다.

 4. 또한 외국어 교육 환경에서 영어교육은 나이에 제한을 둘 필요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5. 외국어 교육 환경에서는 ‘나이’보다 전체 ‘교육시간’이라는 언어입력의 양을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고려

해야 한다.

 6.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어 교육환경에서 영어 조기교육의 의미와 효과는 단지 전체 영어교육 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7. 영어 교육 방식과 환경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지적으로 성숙되고 자신의 인지활동에 대한 의식적 조작과 통

제가 가능한 청소년기 (10세-13세)에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8. 목표어 환경에 몰입하지 않는 외국어 교육환경에서 조기영어교육을 통해서 원어민 수준의 성취도는 거의 불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조기영어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선택의 문제이며 둘째는 그러한 선택을 기반으로 영어교과과정상의 대안이다.

 l. 선택의 문제: 추가적인 언어 (Additional Language) 인가? 아니면 외국어인가?

 우리가 고려할 점은 우리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어린이

들이 도달해야 할 영어 수준이 원어민 수준이 아니라면 조기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렬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모국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교육을 지나치

게 시키는 경우 인지적 정서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다른 중요한 교과목들인 국어나 수학 또는 과학 

등과 같은 교과목을 희생시켜가면서 영어에 조기에 노출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을 물어보아야 한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영어가 현실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어교육을 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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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일반적인 사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영어에 대한 수요나 요구는 영어

가 단순히 여러 외국어의 하나로서보다는 추가적인 언어 또는 제 2언어로 변해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여진다.  

학부모의 기대나 사회의 변화와는 상반되게，현실적인 국가 영어 교과과정은 그에 따라가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전통적인 외국어 교과과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와 영어교과과정의 불일치는 어떤 식으로든 해

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추세로 보아서는 사교육에 의해서 영어 교육이 주도될 

것이며 결국 부모들의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어린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 영어교과과정의 정책적 대안

 우리 사회에 영어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 구사력이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중의 하나라면， 분명 현재의 영어 공교육은 한계가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재의 교육시간과 내

용으로는 아무리 조기에 영어교육을 시작한다고 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7)7) . 특히 읽기를 제외하고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 그렇다고 조기에 영어몰입교육 형태와 같은 것을 시작

하는 것은 필요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비용의 측면에서 권장할 만 내용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청소년 사기에 집

중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주요 교과과목을 영어로 교육시키는 부분적인 영어몰입교육 형태나，또는 대학의 영어

관련학과에서 몰입교육 형태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을 고려하

면，우리도 부분적 몰입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그렇게 빨리 

시작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면 된다. 

 결론으로 언어 능력은 단기간에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주장이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환

경에서 조기영어교육은 그 효과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단지 전체적인 교육시간을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조기영어교육은 그 의미가 있을 뿐이다.

7) 현재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영어 공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은 약 730시간이다. 이러한 적은 

양의 시간을 다시 읽기， 쓰기， 듣기，말하기 4 기능으로 나누면， 듣기 및 말하기 활동과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약 4

00시간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극히 제한적인 교육시간으로 영어 능숙도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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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 초등정책팀장

초등영어교육 공교육 강화방안

1. 초등영어교육 논쟁 3라운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초등영어교육의 주요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초등 영어교육 논쟁의 1라운드는 1993년 들어선 김영삼 정부 시기이다. 김영삼 정부의 인수위 시절 가장 중

요한 화두는 ‘세계화’이였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라는 국정지표를 이루기 위해 1997년 초등학교 3,4,5,6학년에 

주당 2시간씩  영어교육 도입을 결정한다. 당시에도 영어사교육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게 듣기와 말하

기 중심으로 영어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하면서 초등영어교육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시기에

는 영어 쓰기가 고학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2000년에서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영어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의 7차교육과정 해설서에 따르면 7차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재량 

활동 시간의 확대를 위해 3,4학년의 영어교육 시수를 줄인다고 말하고 있다.8)

노무현정부 기간 동안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영어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문제가 초등영어 교육의 주요 

이슈였다. 당시 교육부의 각종 정책문서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과정 실시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졌

다.9) 하지만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기조가 바뀐다.

초등 영어교육 논쟁의 2라운드는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이다. 인수위 시절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

여 초등학교 조기영어교육 정책은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3·4학년은 2시간, 5·6학년에서 주당 3시간 확대하게 

된다. 이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어린쥐’10)발언이였다.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배워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어몰입교육’11)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시기에 초등학교의 영어수업시간이 늘면서 

정규교사가 아닌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대규모로 채용하게 된다.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대규모로 채용한 것은 기

본적으로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편법이였지만 초등의 경우 

영어실력이 우수한 인력을 초등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현재까지 ‘영어회화전문강사’ 문제는 비정규직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결국은 비정규직인 ‘영어회

화전문강사’의 해고와 그 시간만큼 교사인력의 충원없이 초등교사들이 수업을 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됬

다.

초등 영어교육 논쟁의 3라운드는 2017년 말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일몰제로 인해 촉발된다. 

2016년 12월 20일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시행령의 마지막 조항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28이까지 한시적

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2017년 말 이 법안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을 금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교육도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교육이나 방과후학교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누리과정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8) 3, 4학년의 주당 수업 시수 1 시간만으로는 심화/보충 수업 운영이 어렵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제7차 교육 과

정에서 수업 시수를 줄인 것은 재량 활동 시간 확대에 따른 조치였다. 학교 여건에 따라 재량 활동 시간을 영

어 시간으로 확보하면 부족한 시간이 보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7차교육과정 해설서, 교육부, 2000.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사교육 3차토론회 ‘학교 영어교육의 갈 길을 말한다’ 홍인기 2008.10.10.  
10)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오렌지라고 배웠지만 미국에서는 아무

도 알아들지 못하며 ''어린쥐''라고 해야 한다며 영어몰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 
11)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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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①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

ᆞ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

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 제25591호(2014.9.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국민들 누리과정의 영어교육이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다. 싫든 좋든 유·초등 1· 2학년에서의 영어교육이 교육쟁점으로 떠올랐고 6월 지방선거의 교육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 조기교육 보단 적기교육

최근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금지나 누리과정의 영어교육 실시 문제에서 부모들의 속상함

은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부모들의 소득격차에 따라 자녀들의 영어실력

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공교육이 그 책임을 강화하기보다는 형식적 논리에 빠져 규제 위주로만 문제를 접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사실 부모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정책을 세울 때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위에 세워야 한다. 

김영삼정부 시절 초등영어교육이 도입될 때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초등영어교육 시간을 확대할 때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교육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같은 시간동안 영어공

부를 했을 때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배우기 때문이다.12) 또한 일본에서 이미 일주일에 10시간씩 영어를 가르쳐

도 영어실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연구자료가 있다.13) 우리나라처럼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

e)환경에서 영어교육시간을 국가수준에서 아무리 늘여도 외국어인 영어의 듣기나 말하기 실력은 좀처럼 향상되

지 않는다. 학자들은 최소한 8000시간에서 10000시간의 영어노출이 있어야 듣기 말하기가 능숙해 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초·중·고의 영어교육시간을 모두 합쳐도 약 1000시간되는데 읽기·쓰기를 제외하고 듣기·말하기

만을 위해서 지금의 교육시간을 최소한 8배를 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가 국가수준의 교육에서 과연 가능한 일

인지 궁금하다. 영어교육만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어교육 관련 논쟁이 있을 

때 싱가폴처럼 ‘영어공용화’ 실시를 주장하게 된다.

국가수준에서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목표는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

하다록 유도하는 일이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공부가 가능하도록 해야지 초·중·고의 영어교육시간을 통

12) ‘초등영어수업시수 확대 문제아 영어격차 해소 방안’토론회. 서울대 이병민. 2008.6.25.  12쪽
13) 상동.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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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영어를 능숙하게 하겠다는 허왕된 목표를 세워서는 안된다.

영어교육은 ‘조기교육’보다 ‘적기교육’이 중요하다.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는 

현행 적기 영어교육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모든 학습에 근간이 도구 교과인 모국어 문자교육을 체

계적으로 학습해야 할 시기이다. 모국어 문자교육은 아동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향후 영어와 같은 외국어 학

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3.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미 초등학교에는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처음 영어교육이 도입될 때 우려했던 바와 같이 중학교에서 발

생하던 영포(영어를 포기하는 학생)학생의 문제나 개인간의 격차로 인한 영어수업의 어려움이 그대로 초등학교

에 발생하고 있다. 야구경기를 관람할 때 한 두 사람이 경기를 잘 보기 위해 일어났다가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리만 아프고 경기를 보는 수준은 똑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다. 경쟁이 가진 가장 큰 모순이다. 과거의 

영어교육 확대정책은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영어교육을 어린 나이로 끌어당겨 전체적인 고통만 증가

시키고 있다. 이 고통을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초등영어교육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국가의 책무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육이 학생모두

에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 

1) 무료 방과후 도입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2014년 자료에 따르면 난독증 위험군 학생이 전체 학생의 4.5%로 조사되었다. 이 학

생들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지금의 영어교육에서는 관련 대책이 전무하

다. 초등 3학년에서 알파벳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초등 3학년에서 영어교육을 배우는 시점에서 이미 상당한 출발선 차이가 존재한다. 한 학급 안에서도 아이들

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존재한다.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에서부터 영어를 정말 

처음으로 접하는 아이들까지 다양하다. 국가가 제시한 영어교육과정이 ’97년 이후 조금씩 어려워져 왔다. 예를 

들어 알파벳을 배우는 시간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 검정교과서 ‘ㅊ’출판사의 경우 총 2시간(40분 

수업 3회)을 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2시간만에 알파벳의 대문자오 소문자를 읽고·쓰고·말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어떤 천재라도 외국어의 글자를 2시간만에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놀라운 일

을 우리나라 3학년 아이들은 모두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 안에 아이들이 알파벳을 익히는 것은 불가능하

다. 국가가 교육과정 속에서 이미 사교육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선행학습의 아동들이 지배적으로 많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어쩔 수 없이 영어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면 이 과정을 제대로 따라올 수 없는 아이들이 필연적

으로 발생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학생의 경우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 많은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요인으로 부진을 나타내는 학생의 경우 국가가 무료로 방과후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기초학력 부진아와 같은 접근 방식은 안된다. ‘나머지 공부’라는 딱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큰 ‘피그

말리온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영어부진 학생들을 위해 방학기간동안 ‘영어캠프’를 실시해 왔다. 

돌봄의 경우 부모들의 호응이 좋고 경쟁이 이루어지기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방과후 돌봄을 실시하고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영어교육과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교과서가 제시한 성취기준을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과후 영어 보충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3학년 이전까기 가정환경 때문에 전혀 영어에 

노출되지 못하는 학생(저소득층, 다문화 등)의 경우 교과서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알파벳을 읽고 쓰기 등)을 따라

오기 어렵다. 5-6학년으로 갈수로 교과서에서 제시되 영어 어휘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기에 필요한 보

충수업을 면밀히 계획도어야 한다. 

‘조기교육’보다 ‘적기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기 영어 방과후 학교(1~2학년) 보다 ‘더 질 높고’, 

‘더 저렴한’ 적기 영어 방과후 학교(3학년 이후)를 더 강화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

자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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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돈이 없어도 모든 초등학생이 원하면 자신의 수준에 따라 질 높은 영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가칭’ <교육부 

초등 영어 스마트 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영어교육은 실질

적인 기회 균등 이 절실하다. 교육부가 이미 자체 사이트나 EBS를 통해 다양한 무료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정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면서 프로그램 개발의 하청과 재하청을 통한 부실사례

가 너무나 많다. 다양한 사설 영어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공동구매나 바우처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원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면 영어를 무료로 배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 주어야 한다. 

3) 초등영어의 적극적 파닉스 도입

영어 읽기 논쟁에서 미국에서는 이미 파닉스(Phonics)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통전

적 읽기(Whole Language)에 매달리고 있다. 영어교사들 사이에서 ‘파닉스를 가르치치 않는 유일한 영어교재는 

초등영교과서’라는 자조 섞인 말이 유행하고 있다.

파닉스 중심의 읽기가 영어 흥미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지만 제한된 영어교육시간을 통해 어휘력과 읽기에 집

중해야 하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가장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부모들은 이미 자신의 영어교육의 경험의 비추

어 파닉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기에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파닉스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영어의 흥미 유지와 

읽기를 위한 파닉스 도입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 매우 어렵지만 올바른 균형을 위해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

다.

4) 아침 무료 영어방과후 도입

학교별로 교사들의 출근시간 전에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맞벌이 부부

의 경우 학부형의 출근 시간에 맞추어 학생들을 8시에 등교시키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출근 

시간전에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교사

들이 학교 도서관에 돌아가면서 조기 출근을 하고 일찍 온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다가 8시 

40분쯤 교실로 가는 방법이다. 

학교 도서관에 매일 아침 8시 10분에서 8시 40분까지 3-5학년의 경우 영어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도

입을 제안한다. 3-4학년반과 4-5학년반 혹은 학생수가 많은 경우 학년별로 영어동화책을 읽어주면서 학생들에

게 자연스럽게 팍닉스를 가르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규 교과에서 급작스럽게 파닉스가 도입될 경우 

관련 사교육시장이 급작스럽게 팽창할 가능성이 있기에 방과후를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

다. 1-2학년의 경우 한글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학생돌봄 기능과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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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

초·중·고 영어교육과 대학입시까지 연계되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토론회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에 의한 조치이기 때문에 법의 논

리에 따른 다면 당연한 조치이지만 사적 영역에서의 영어 교육 실태와 학부모의 인식, 부실하고 입시위주의 학

교 영어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뿌리들이 얽혀 있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 돌파구는 학교 영어교육을 내실화

해 사교육을 받을 필요는 상황을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쌓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서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정책 목표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자문단을 구성해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 정책을 추진할지는 

미지수이다. 정부 정책이 온전히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민간 영역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하 

배경은 각설하고 지금부터 이병민 교수과 홍인기 교사의 발제와 관련해 몇 가지 말을 보태려 한다.

먼저 이병민 교수의 발제는 유아 시기가 외국어 교육의 골든타임이라고 홍보하며 심지어는 돌 전 아기에게도 

영어 노출을 권하는 사교육기관의 마케팅과 이에 동의하는 다수 학부모에게 영어 교육의 시기는 ‘청소년기(10-1

3세)에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답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가 

영어 교육과정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으며 청소년 시기에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강구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내용에 십분 공감하고 현재 교육부가 내놓으려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은 이러한 

내용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연계해 어떻게 학교에서 집중적인 듣기와 말하

기 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시할 것인지와 입시와 고교 교육과정이 이러한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없어도 학교교

육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리얼미터에 의뢰해 영어교육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찬성이 51.2%, 반대 43.4%로 찬성이 높긴 하지만 반대도 무시할 수 없

는 수치다. 학교 방과후만 금지할 경우 학원을 통해 영어 선행학습을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교육불

평등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래서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도 같이 규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찬성이 56.2%, 반대가 38.6%였다. 두 설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영어와 관련해 학교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백을 국민 다수가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겠다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은 다수의 국민이 ‘이 정도의 방안이 추진된다면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으로 충분하다’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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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교사는 발제를 통해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4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모두 동의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3부터 시작하는 학교 영어교육의 나침반이 될 교과서가 제대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의 여부라고 본다. 발제자도 언급했지만 현재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영어를 시작하는 초3 학생에게 선행학

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 대다수의 학부모가 동의한다. 모 출판사의 교과서가 알파벳 배우는 시간을 총 2시간으

로 갈무리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증거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출판된 교과서는 선

행학습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영어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친절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 출판

서의 교과서는 알파벳 배우는 시간을 총 2시간으로 갈무리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출판된 초3 영어 

교과서는 처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2차시의 수업 시수만으로 알파벳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만

약 그렇지 않다면 교육부는 모든 교과서 출판사에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작을 위한 길이 현재 비포장이다.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진행해야 할 기초작

업을 아이디어 수준으로 제시해 본다.

1. 초3 영어 교과서의 선행학습 유발요인 제거

2. 국가 수준 영어교육의 목표 제시

3. 듣기, 말하기 중심의 초·중·고 영어교육 로드맵(교육과정 성취기준) 제시

4. 초·중·고 영어교육과 연계된 대학입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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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임재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미래형 초등영어교육 공교육 강화방안 토론문

 최근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논란으로 ‘2018 조기영어교육이란(亂)’ 이슈리포트를 쓴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관

련된 토론문을 작성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작성된 이슈리포트는 그동안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스토리와 상

충 지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자료였다. 그 중 제시된 대안은 오늘 발표자이신 이병민 교수님의 아이디

어를 일부 참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오늘 발표자에 대한 토론자로서의 발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자 

영광으로 생각하며 토론자의 생각을 펼쳐 보고자 한다.

 이병민 교수님의 ‘우리나라에서 조기영어교육이 갖는 효과와 의미(2002)’라는 소논문은 첫째, 나이 효과에 대

한 맹목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적 설득력을 보여 주었다. ‘the Younger, the Better’라는 명제는 제 1언

어습득이라면 납득이 되지만, 제2언어습득에서는 옳지 않은 명제임을 충분히 이해시켜 주었다. 언어발달에 있어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격’은 분명 ‘과속’이자, ‘과잉’으로써 빨리 가르치면 좋다는 욕심에서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울러 ‘절대적 시기 가설’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지는 영어교

육이 ‘조기’보다는 ‘적기’가 중요하다는 이 토론회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외국어 교육 환경이 한

국에서는 ‘나이’보다 ‘교육시간’이라는 변수가 좀 더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가 되어야 한다는 교

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느 정도 인지활동에 대한 의식적 조작과 통제가 가능한 시기(앞서 말한 ‘적

기’)에 집중적으로 충분한 영어노출환경을 제시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모국어 사

용이 임계치에 다다른 초등학교 3학년 시점에서 영어교육을 보다 질 높고 풍성하게 가르친다는 교육적 아이디어

를 지지한다.

 이와 관련된 토론자의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본다. 

첫째, 시기보다 ‘적기’가 중요한 것을 뛰어 넘어서 시기보다 ‘동기’를 더 적절하게 제시해 주는 발상도 중요하

다. 공교육에서 말하는 ‘적기’를 초등학교 3학년으로 말하는 주장은 좀 더 논리적인 학문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10살 아동이면 충분히 모국어가 습득되었고, 제2언어를 배우는데 적절하다고 본다’라는 적기는 

다른 나라에서의 교육적 사례를 충분히 예증하고, 학습자의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가능한 이론이 된다. 

전자는 영어교육학자가 앞으로 차차 연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후자에 대해서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다. 나이가 10살인 학습자도 그 수준이 다양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초3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논조보다 왜 그 시기에 영어학습 시작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적 이유와 필요성을 더 밝혀

내야 한다. 어떤 상황이기에 영어교육이 그 시기에 필요한지, 어떤 생활과 문화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필

요한지에 대한 적기 이상의 ‘동기’가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 주어야 학부모를 비롯한 맹목적 조기영어교육 지지자

들을 인지적 갈등 속에 빠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심원 확대법을 적용하여 저학년 아이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기에 해당된다면, 중학년부터는 자신과 타인을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폭발적

으로 많아지며, 다문화시대에 필요한 대인관계 맺음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상당히 요구됨을 피력해 볼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및 매스 미디어 접촉량이 증가하면서 활자가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되어 있어 학생들의 지적 호기

심을 충족하기에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더 동기유발이 되는 시기가 바로 중학년부터라는 견

지가 보충되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실제 나이에 상관없이 학습자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충만

하면 영어습득이 더 빠르고 용이하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따라서 ‘시기〈적기〈동기’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논리

가 보완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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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영어교육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빨리 배워서 어디에 써 먹으려고 하는 것일까? 혹시 영어를 도구 

삼아 진학, 구직, 승진 등을 해 왔던 기존 세대들의 영어만능주의에 입각하여 ‘계층 사다리’의 꽃길을 걷기 위한 

오래된 관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만약 영어가 시험, 평가, 선발의 목적이 아니고 흥미, 필요, 적성, 취향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목적이라면 학습자는 이를 빨리 배우기보다는 적절한 학습 기간 속에 충분한 input량과 

목적에 맞는 해당분야의 영어를 배우면 될 것이다. 만약, 진학, 구직, 승진을 위한 목적도 없고 적성, 소질, 취향

도 맞지 않으면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자신의 삶에 영어가 꼭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사는 학습자에

게 의무학습, 보통학습, 기초학습, 보편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교육과정인 중3까지만 배우게 하고 그 이상은 

선택권을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진정 필요한 사람만이 영어를 학습하고자 할 것이고, 바람직한 목적을 가

지고 영어를 활용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나오는 미래사회 변화에서 영어보다는 ‘기계어’가 더 세

계 공통어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영어교육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사회 구조에서 영어가 

도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재편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상상해 보았으면 한다. 

학부모님들의 영어교육광풍도 여기서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셋째, 미래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이전 영어교육은 ‘정확성’이 한 때 유행했고, 그 이후 ‘유창성’이 중요했던 

트랜드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파파고와 같은 신속 정확한 영어 번역기가 손쉽게 접

근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정확성과 유창성 모두 제 4의 물결이 휩쓸어 가버렸다. 인공지능 및 기계가 이 모든 

것을 대체해 버리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영어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영어교육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더

라도 간단한 장치와 조작으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나친 허무주의자로 보일 수 있

겠지만, 조금만 상상해 보면 곧 닥칠 현실임이 자명하다. 인공지능이 모든 동시통역사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연구발표를 고려해 보면, 영어교육의 무용성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영어교육이 유용한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영어교육의 학문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영역, 기계의 단점, 프로그램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영어교

육 지향점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토론자는 이제 정확성과 유창성을 뛰어 넘어 영어교육의 ‘적절성’을 제안한다.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절한 영어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적절성(appropriacy)이 더 중요한 시

대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된다. 데이터 기반으로 발화하는 인공지능의 영어 의사소통은 인간의 창의적인 맥락적 

의사소통을 구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만약 이 생각이 들어 맞게 된다면, 문장을 사용하고 맥락에 맞게 적절한 어

휘를 골라 구사하는 능력을 갖춘 학습자는 적어도 유치원 및 저학년 학생들은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교육 정상화 및 강화방안을 위한 평소 교육적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개인적인 의견들이며, 발표자이신 홍인기 선생님의 글을 읽고 제시하신 방안에 대한 토론

자의 첨언이기도 하다.

[방안 1] : 출발점 진단을 통한 two track 영어교육 운영

 공교육 강화방안을 위해서는 전방위적 초등학교 3학년 출발점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교육적 처

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처치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실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컨텐츠 개발이 후속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출발점이 다양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two track으로 학생 맞춤형 영어교육지도 방안이 나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찬찬히 기초를 닦는 공통 교육과정을 실시

- 방과후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른 반편성을 통해 선택 교육과정을 실시

[방안 2] : 미래형 영어캠프 구현

 영어캠프를 언제 어디서 하는가? 방학 때 일부 신청하는 학생들에 한정해서 학교에서 배운다. 농산어촌 지역

의 경우나 일부 대도시 거점학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 자체 해결이다. 영어캠프의 질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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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담보되지 못 한다. 

 최근 마을교육공동체가 화제다. 학교 주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꿈과 배움을 확

장시키는 배움의 터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영어 관련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방과후 및 주말,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질적 교육활동

이 담보된 창의적인 영어교육 방식을 아이들이 사는 마을에서 해결해 보자. 영어마을, 대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영어교육센터, 영어학습기관, 원어민 교사 및 다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영어학습 범위를 확장하는 꿈의

학교 캠프가 효과적이다. 이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투자하고 지원하자는 홍인기 선생님의 제안을 구체적으

로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방안 3] : 온라인 사이버 영어 프로그램 활성화

 홍인기 선생님의 무료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아이디어를 적극 환영한다. ‘교육부 초등 영어 스마트 앱’과 

같은 실질적인 무상 프로그램 제공이 학생, 학부모의 만족을 높여 줄 수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년

부터 2016년 동안 사이버 영어 프로그램 GIFLE을 운영한 적 있다. 영어교사로서 7년 중 5년을 운영해 본 결과 

소규모 농촌 학교인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다. 주된 장점은 첫째, 수준이 다양한 학생들의 출발점 진단을 

위한 레벨 테스트로 학생들의 컨텐츠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정규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연계하

여 정규수업 시간에 블록타임(80분)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파닉스와 어휘 추가 제안과 관련하여 교과서보

다 훨씬 많은 관련 어휘와 파닉스 자료가 있어 학생들의 심화, 보충 학습이 가능하다. 넷째, 무엇보다 게임과 같

은 흥미 유발의 동기적 자료가 풍성하게 있어 학생들이 흥미와 자신감 고양에 획기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여, 집에서, 주말에도, 방학 중에도 영어학습을 단절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다. 이런 온라인 기반 영어 프로그램 제시는 공교육의 영어 정상화 전략에 커다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안 4] : 다양한 창의융합 영어교육과정 구현

 홍인기 선생님의 ‘아침 무료 영어방과후 도입’을 반대한다.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영어독서

량을 넓혀 파닉스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에는 일부 찬성하지만, 일단 9시 등교 정책과 배치되고, 학생관리 

안전문제를 아침 영어방과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교사로서 운영해 보니, 아

이들이 아침에 와서 영어방과후 시간에 영어독서를 한다고 하여 제대로 된 실력이 늘지 않았다. 2년 정도 해 본 

결과, 아이들은 아침마다 돌아가면서 당번이 되는 선생님의 의해 계속성과 계열성이 무시된 채 제각기 영어를 

배우는 꼴이 되어 효과성이 높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그렇다고 영어 선생님만 아침에 일찍 와서 수업을 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수업으로 간주하여 지도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야 할 

텐데, 그러면 0교시 부활의 그림자가 슬며시 고개를 다시 내미는 것 같지 않는가!

 이에 정규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영어 범위 확대를 생각해 보았다. 영어와 관련된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이 있다.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외국 문

화를 이해하는데 학생들은 매우 흥미로워했고,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와 풍물을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

을 지켜 볼 수 있었다. 초등영어교육목표는 첫째,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 고양이고, 둘째, 외국문화를 쉽게 이해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이와 같은 영어교육의 획기적인 융합적 전이가 창의적인 

운영 방안이 아니겠는가! 최근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중심교육과정, 융합중심교육과정 및 범교과 교육과정 운영

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어를 핵심(core)으로 두고 재구성하는 사례들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

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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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5] : ‘딱하나 영어 프로젝트 도입’

 토론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본다. 이는 영어영문학을 전공하였고, 초등교육학과 교육학을 전공하였

으며, 교육과정학도이기도 한 정체성의 융합적 산물이다. 내가 생각하는 초등영어교육 정상화 및 회복 방안은 미

래사회 변화에 맞게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영어 프로젝트’ 도입이다.

 순차적으로 단선형, 일방향의 영어교육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으로 40분 차시 단위로 가르치고 배

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영어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에서 유의미한 영어 의사소통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한 교육활동은 영어교과서만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연계되어 배움을 작동시

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배우는 차시별 영어 수업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배우는 중·장기적 

영어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영어를 배우는 방식이 ‘영어 하위 기능 간의 통합’, ‘영어교과와 타교과와의 통합’, ‘영

어와 창의적 체험활동 간의 통합’, ‘영어와 학습자의 삶과의 통합’으로 융합시켜 이른 바 ‘딱하나 프로젝트’를 한 

학기에 실시하는 영어교육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문제해결력, 창의력, 협업능력 등과 같은 역량을 습

득하는 인간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에 변화에 따라 인재상이 변화고 있고,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식이 변하여 교

육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전근대적인 20세기 방식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보아야 

할 때다.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보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자유학기제의 확대, 학생 주도 

프로젝트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영어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 학부모가 

만족하고 미래사회에 변화에 조응할 수 있으며, 초등교육과정 성격과 특징을 잘 이해해 본다면, 초등영어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융합적 프로젝트’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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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되면,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 진행과 학교 수업시간의 공
정한 경쟁, 나아가 학생들이 창의력 경쟁과 인성 함량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
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목적의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3 김중훈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 대표

오리발과 금지를 넘어... 실제적 대안으로 

혹시 ‘오리발 정치?’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에 따라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학교는 이제 3월부터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금지를 두고 오히려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의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강력하게 반대

하고 있다. 결국 알고 보면, 자신이 한 것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상황이 되었다. 소위 ‘오리발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의 야당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다음과 같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YTN, 2014. 2. 18)14).

 

최근 연구는 9:1이다

  토론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주요 내용은 ‘결정적 시기 가설’과 ‘조기영어교육의 효과성’이다. 우선 결정

적 시기 가설에 대한 찬반 연구를 보면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연구가 12건이고 ‘결정적 시기가 없다’는 연구는 

17건으로 ‘결정적 시기가 없다’는 연구가 더 많다. 무엇보다 최근 연구 동향을 보면, 1997년 이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연구는 1건이고, ‘결정적 시기가 없다’는 연구는 9건이다. 즉, 9:1로 결정적 

시기가 없다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조기교육 보다 인지적 성숙도와 집중적 교육 

  미국과 캐나다 불어 몰입교육 사례 연구에서는 불어 교육을 언제 시작했는가 하는 나이 보다는 전체 교육

시간 및 교육의 집중도가 더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조기영어교육 보다 인지적 성숙도와 장

시간의 집중적인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2학년 조기 방과후 영어 보다 인지적 성숙도가 더 이

루어진 3학년 이후 방과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었던 ‘장시간’,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가장 비싼 영어 사교육

  비록 소위 ‘오리발 정치 공세’에서 시작된 1~2학 영어 방과후 금지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은 분명히 있다. 

다수의 학부모는 약 730시간의 학교 영어교육으로는 오늘날 사회가 기대하는 영어 수준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는 수능 영어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영어 사교육 의존 부담을 낳았다. 2016년 통계청 

14) http://www.ytn.co.kr/_ln/0103_2014021913000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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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사교육비가 국어는 1만6천원이었으나, 영어는 7만9천원으로 7배나 되었다. 참고로 수학 

7만 6천원이다. 사실 실제 다수의 초등영어 학원비는 월20만원~30만 원 정도이다. 사교육 중에 영어가 가장 비

싼 셈이다. 어떻게 보면, 학교 교과교육으로 부족한 영어를 학부모는 가장 비싼 영어 사교육으로 보충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사실 이것은 학교 교육의 문제만은 분명 

아니다. 강준만의 <한국인과 영어: 한국인은 왜 영어를 숭배하는가>(인문과 사상사)를 보면 그 이유를 더 깊이 

알 수 있다. 저자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영어는 120여 년간 성공·출세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주장하고 있다. 거부

하고 싶지만, 분명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사실, 작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오늘날 ‘1~2학년 영어 방과후 금지’에는 서민 가정의 불만이 잠재되어 있다. 이 점을 토론자는 강조

하고자 한다. 비싼 영어 사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학교 영어 방과후를 선택하고자 했던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소외감과 서러움(?)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

다. 이 문제는 사실 결코 작게 볼일이 아니다. 

 성공과 출세의 도구인 영어, 부족한 공교육 영어, 가정의 사교육 부담
 비싼 영어 사교육,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불평등    
수천만 원 조기 영어유치원 등의 따른 서민 가정의 소외감

  이 문제는 결코 작은 이슈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뿌리 깊은 민감한 이슈가 엉켜져 있다.  

좋은교사운동의 제안에 대하여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교사운동은 1~2학년 조기 영어 방과후 금지에 동의하면서 오히려 교육적으로 바람직

한 3학년 이후 적기 영어 방과후를 강화하자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는 ‘적기 교육’이

라는 교육적 당위성과 함께 연속적 학습이 필요한 영어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고 무엇보다 서민 가정의 영어 사교

육 부담에 대한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다수 서민 학부모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실제적 대안이다. 

  첫째, 조기 영어 방과후 금지의 대안으로 제안한 <적기 영어 방과후 강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더 질 높고’, ‘더 저렴한’ 영어 방과후학교이다. 우선 ‘더 질이 높다’는 의미는 다시 영어 교육 프

로그램의 높은 질과 가르치는 방과후 강사의 전문성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으로 질 높은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

을 개발·제공하고 영어 방과후 강사에 대한 전문성 기준과 보수교육 등의 전문성 신장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

다. 장기적으로 발전적 구조를 갖추기 위해 비영리 성격의 영어 방과후 전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질 높은 영어 방과후 교육을 ‘더 저렴하게’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투자와 함께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기존 개인 부담에서 더 저렴한 방과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구체적으로 당장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과 예산 지원에 영어 방과후를 우선적으로 개설·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제적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슈는 영어 방과후에서 시작된 이슈이다. 따라서 토론자는 대학 입시 등으로 멀리 확전(擴

戰)하는 것을 경계하고 싶다. ‘초등영어’, ‘사교육’, ‘방과후학교’안에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과후(1~2학년 조기영어) 이슈는 방과후(3학년 부터 적기영어)로 대응하고, 본질(사교육 부담)과 연결된 

실제적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국가 초등 영어 플랫폼>은 (슬프게도) 비싼 사교육이 된 영어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우수한 수준의 

영어 프로그램’을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플랫폼’이라는 용어

를 사용한 의미는 지속 발전 가능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이다. 이미 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 등과 같은 많은 정

책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정부연구 기관이 개발·보급하고 학교가 실행하는 ‘Top-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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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방식의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 구조에서 학교는 하부기관이자, 실행을 점검 받는 기관이다. 하지만 시장 

경제로 보면, 학교는 재품을 고르는 고객이자, 소비자이다. 더욱이 시장 경제 논리를 넘어 ‘학교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바로 국가 공동체의 미래가 있는 그곳이다. 즉, 최종 목적인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과 심판을 받지 않는 

상품은 매우 위험하다.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는 플랫폼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고, 

철저하게 ‘bottom-up’ 방식으로 학교(학생, 교사, 학부모)가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설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플랫

폼에 다양한 전문 기관(대학,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스타트업 등)이 초등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플랫폼에 

탑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가 선택하여 무상으로 학습하고 이것에 대한 후기(만족도, 학습 참여도, 

누적 다운로드 등)를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영어 프로그램 개발자가 받는 구조이다. 

무엇보다 영어교육은 기회균등이 절실하다.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 포럼을 통해 향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영어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도 더 이어갈 예정이다. 오늘은 우선 토론자로서 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어쩌면 이번 논

란이 오히려 초등영어교육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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