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에1셔의 국쩨 쩡어 화 양생 쩨￡의 설태 몇 시λ댐 

석쭈연* 

1. 서론 

영국의 국제 영어 교사 양성은 권위 있는 인중 기관이 교사 양성 기관 

에 대해 인중을 하고 표준 교육 과정 제시를 풍해 피인줍기관에서 배출되 

는 교사의 질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식 

은 오랜 역사 속에서 지쟁적으호 권위와 명망올 얻어오게 되었는데}) 주 

* 서울대 언어교육원 
1) 인중 햇 양성제도가 오래된 만츰 인중율 담당하는 지광들의 체계 역시 상당히 복잡 

한 양상을 띤다. 그리고 이틀은 비록 서로 다른 유판 단체라 하더라도 상호 판계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경쟁흩}는- 단체룹이라 하더라도 상 
위 연합채률 구성하여 그 상위 연합체 안에서 자신훌씌 질과 jL.육 수준 퉁율 함께 

비교하거나 협의하여 보다 좋윤 교육의 내용옳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 전흉과 

역사를 강조하는 체계로 신생 인중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인중띄 기능 

올 수행해 온 기관의 권위와 또 그 기관 발행 자격종의 권위흘 인정하며 해당 선생 

인증 기관의 방향과 정책율 결정하는 데 있어 기존 인중 기판윷 권위있는 자문 기 
관므로 인정하여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올 맡게 하고 있다， 구기판의 다양성과 전 

홍올 인정하고 이틀의 장점융 새로운 체계 속에 홉수 통합~H능 한편 구기판과의 조 
화로운 공존올 꾀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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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앙 인중 기관이 교사 양성 가판(피인중기판)에 대해 띤중옳 한 후 

표준 교육 과정 동을 제공하는 한편 펴인증기관을 수료하고 졸업 시험을 

통파한 교사지원X써게 교사 자격중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엄정한 교육 과정 제시와 교사 자격중의 부여룹 통해 교사 0}성을 실질 

적으로 주도하는 인증 기관으로는 세 가지 주요 가판이 있다" University of 

Cambridge 1α:al Examinatiα1 Syndicate(αlES)， Tri빼 Olllegl상)， 그리고 

British Association of TESOL Q.때i빼g Institutions(BATQD이 그것이다. 

이 중 U미versity of Cambridge 따머 뼈nination Syr때icate{UαES)와 

T피1ity α，J1탱e는 오랜 역사룹 자랑하는 인증 기관으로 이미 영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발행 자격증익 권위가 널리 알려져 있는 기관이 

다 이들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명칭 등 다소의 세부적인 치이는 있지만 최 

소 자격 교사 자격증{않뼈cate)과 전문 자격 교사 자격증(I빼oma)의 두 

둥굽으로 나뉘며 앞에서 제시한 교사 양성 제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운영 

하고있는기관이다. 

이에 비해 Briti하1 Association of π쩌IL Qt때버ring Institutions(BA TQI)3) 

2) T끼띠ty O>U앵엠 원래 명칭온 Tri띠ty O>llE￥e of 뻐허c이며 이 명칭은 이 학교가 음 

악 분야의 전문 인력 및 음악 교사 %냉음 위한 기관으로 시작되었다가 이후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 및 교사를 %냉하는 기판으로 확대해 나가게 된 바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사 양성 기관까지 인증 및 평가를 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 발돋옴하게 된 
역사를잘보여준다. 

3) BATQI의 설립 취지는 대학의 학위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인증을 하는 데 있다. 
UCLES나 Tri띠ty O>U맹e와는 달리 대학의 석 •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볍도로 최상 
위둥급의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눈 인중 체제촬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UCLES나 

T미rity 0>11탱e보다 아카데믹한 학위 파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배려률 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는 젓이다. 그러나 이 기판의 성립 의의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의 ucu징와 Th띠ty O>llE웰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산하 인증 가판 

도 수백에 이르지만 양 기판간에 혹은 그 가판의 산하에 있는 사젤 영어 교사 OJ:-성 
기관틀은 서로간의 의사소통 통로촬 공식적으로 열어 오지 못했다. 가장 권위 있는 

인증을 하는 두 기관 발행의 자격증은 뭔가 공유하는 상위 시스템 아래 그 표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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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생 인중 기판으로 1001년에 자발쳐으로 셜렵되어 사립 영어 교사 양 

성 기관의 인중뽑 아니라 대학의 학위 과정에 대한 인중올 땅라하는 역할 

을 수행하도록 체제가 이루어져 었다. 이 기판이 발행하는 자격중은 세 

종류로 LeVI잉1， LeVI앓， LeVí허3인더l 각각 쳐소 자격 교사 자격증， 전문 자격 

교사 자격중， 학위 파정 교사 자격중 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Level1, Leve12는 기존 uc다정나 Tri빼 O:>IlE뿔가 발행하는 않댐ca:않(최 

소 자격 교사 자격중)， Di찌따Ja(전문 자격 교사 자격중)의 등급에 해당한 

다 

이들 인증 기관과 그활l 제공하고 있는 교사 자책중 및 교육 파정 등 

은 각각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갱험이 촉적된 바탕 위 

에서 제도 운영의 틀을 집아 온 것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공통된 교육 과 

정 및 제도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국의 교사 양 

성 제도에 대해 고찰하되 집중적인 사례 연구륨 통해 그 현황파 실태를 

파짝해 보고 우리의 상뺨fl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간단하게나마 제시 

해보고자한다. 

권위를 더해야 할 팔요생을 느끼게 흰다. 더욱이 이룹의 인중이 대학의 학위 과정 

과 연계하여 단열한 체계 속에 녹아툴지 뭇한 쌍황온 영국 국내뿔 아니라 영국 국 
외에서도 힐정한 자격증울 가지거나 영어 교육 판련 학위룹 취득한 영어 교사 자격 

자의 가치 평가에 있어 혼란올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영국 국내와 영국 국외에서의 영어 교사 수요 급종윤 전통옳 기반，0로 따양성과 자 

용성만을 강조해 온 영국의 인증 체제에 훤가 단열하고 명료한 시스댐의 도업을 요 

구하게 되었고 이에 기판들 스스로가 부웅한 바 BATQI가 성랩하게 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한편 BA1때는 곧 TESOL 시스댐 총괄의 초기 역활올 다하고 B꺼tish 
Institute fcπ 암Jgli양1 뼈맹uage Tæhir핑(BIELT)에 그 업무가 완전히 이관된다. 또 종 

국에는 Institute for Engli당1 때'JgU맹e Teacher [농'vel어:n:mt;(ll깅L1DHE)에 홉수 • 홍합 
될 계획이다 다른 기판으로의 홉수 • 홍합이 이루어질 예정이긴 하지만 이 연합체 
가 하고 있는 주요 기능 자체가 새로훈 기판에서 변모되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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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외국어로셔혜 영어 교사 양성에 대한 사펴l 연구 

Trinity Gillege의 경우 

Trinity Coll앵e에서 공인된 교사 자격중융 얻기 위해서 교사 지원자는 

교사 양성 기판을 거쳐 교사 자격중윤 휩득하기까지 다읍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한다. 

(1) Trir뼈 Co1l쨌에 의해 인증훤 교사 양성 기괜피인중기관)에서의 교 

육과정수료 

(2) TI짜ùty Col1ege에 의해 파견원 갑목판<MOOerator)어l 의한 졸엽 시험 

통과 

위의 절차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윤 Trinity C뼈l맹e의 기판의 질에 대한 

인중과 Trinity coll맹e 파견 감독관에 의해 실시되는 교사 지원자 개인의 

졸업 시험 통과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인종 교사양성기판 

에 대한 인중과 교사 지원자 개인의 졸업시험 양자자 모두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중앙 인증 가관 Trinity CoI1탱e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교사 양성의 실태에 대한 파악을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리라 생작된다. 

1) Trinity College외 끼판입 짧아l 대한 윈쯤 

(1) 인증의 젊차 

í) 최초의 인중: 지원서 제출 

인중의 최초 단계는 영어 교사 양성 기판이 영어 교사 양성올 위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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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운영과 인증을 지원하는 지원신청서활 파inity û빠행e의 수석감독판 

(염úor mXJer없)f)에게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됨다. 이 지휩서의 내용에는 

다읍파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기판운용의 목적 

·기판의 닿성 목표 

• 주요 대상 학생(교사 지망생) 二l홉 

·기관 지원 자격의 펼요 조건 

• 기판 과정 시작 날찌 · 과정 지숙 기간 • 과정 설치 횟수 • 한 학급당 학 

생수 

• 기판의 자세한 구성과 시간표 

·교육 과정의 영역 

·참고문헌 

·명가와서열화의 방법 

·기환 경영 계획 

• 기관 책엄자 이력서 • 교사둘의 o}력서(학위 사황과 자척 사항 뚱 기재) 

• 기관의 세부 시설 • 장비 • 도서판 • 훤의 시설 

ii) 검토 과정 

수석 감독판은 검토 후 보통 지웬서에 대한 짧운 평가훨 인증을 지원 

한 기판에 보내고 그 평가 결과와 지원서활 함께 인중 위원회(Validation 

뼈뼈)(다른 경험 많은 감독관과 다른 과정 운용책임자뜰로부터 선별 구 

성)에 보낸다. 인중 위원회는 이룹 검토하고 평가를 행하며 이틀의 펑가 

는 수합되어 인중을 지원한 기관에 보내진다 기깐은 10주에서 12주 정도 

걸린다. 이러한 검토파정은 지원히는 영어 교사 O}성 기관이 심A쩨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한 후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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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i) 인중지원 71판과 Trinity 띠lege간의 의견 조촬 

ii)를 토대로 ‘인중지원서’ 내용의 수쟁 뭉어1 판해 인중 지원 교사 양성 

기관과 Trinity Coll쩡e 깐에 의견이 조융되고 이흘 제출 문서에 반영한다. 

iv) 인증을 위한 기관방문 

일단 iiD에 대한 점토 결파가 긍정적이변 Trinity CoI1맹e의 수석 감독 

판이나 선별된 다른 감독관이 그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논의를 

하기 위해 인증을 신청한 영어 교사 양성 기판을 방문해서 그 기관의 총 

책임자와 교사들과 만나 의견 조정올 한다. 걸리는 시깐은 최소 반나절 

정도이다. 신청 기관이 역시 비용을 부담한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방 

문이 인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v) 인종의 확언 

iv)의 방문과 논의 후에 인중의 기준들( iiil에서 제시)이 만족되면 총감 

독관이 피인증기관에 인증을 확인하는 공식 서한을 쓴다. 인중 확인은 

ψ)의 방문 후 2주 안에 이루어진다. 

vi) 피인증기관에 의한 과정 실제 훈용 

뻐1 파re( 전일제) 파정은 반드시 인중 확띤 후 18개쩔 이내에 개시되어 

야 하고 뼈π 마re 과정은 인종 확인 후 24개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피떤종기판은 다시 인중씌 과정을 밟。}야 한다. 

띠j) 과정에 대한 중간 방문 및 보충 방문 

처음 인증을 받은 기관이 처읍 개설한 파정에 대해 수석 감독판 등은 

방문을 통해 진행 상황 동을 점검하는 중간 방문을 행한다， 과정 훈용이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또 펼요하다고 판단되면 총감독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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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인종기관용 방문히여 파정 훈영옳 점검활 수 있다. 

V피) 감독 

기관에 대한 인중 후 Trinity College어1 의해 임명되고 훈련된 감독판툴 

은 피인증기관의 과정을 방문하는데 이 방문은 과정이 끝날 즈음에 이루 

어진다. 하루 동안 교싸l망생 최대 10명을 감독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피인증기관에서는 감독관 도착 직후 T띠1Ïty 따l앵e에 의해 동의된 ‘지원 

신청서’ 동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서’에 제시된 사항은 

감독관 냄낸 내내 감독의 대상이 된다. 

감독관의 주요 감독 업무는 다읍과 같다. 휴식 시간 없분 외에 총 시간 

9시깐 때분 정도에 걸쳐 다음과 같은 〈핍수적 감독 사항>에 대한 감독울 

행한다. 감독판은 이외에 펼요한 경우 〈수의적 감독 사항>에 대한 감독 

을 행할수 있다 

〈필수적 감독 사항 개요〉 

• 포트폴리오에 제시된 과제물 평가 결과， 교육 실습 평가 결과 동의 모든 

부문에 대해 각각의 교사 지망생툴애게 부여된 평가 결과와 과정 전체 

의 폼용 체제가 Trinity OlllE흉e의 제시 지침에 부합하는 지 등을 검토한 

다" (3}분) 

• 각각의 교사 지망생틀외 교육 실습 i헝가 자료 학습자 성향 • 요구 분석 

보고서， 외국어 학습 체혐 일지， 학습 자료 구성 파웰 동의 포트폴리오 

자료틀을 조사한다" (2시간) 

• 3-4명으로 구성된 교사 지망생들 그홉올 인터뷰하여 과정에 대한 전반 

적인 인상과 해당 과정에 틀어와 향상된 학습 성파 동에 대해 질문한다， 

(그홉당$환씩) 

’ 교사 지망생뜰 개개인과 교사 지망생 개인이 작성한 학습 자료와 포트 
폴리오를 토대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교사 지망생툴의 대답을 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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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밖에 개인별 주요 학습 성파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한다. (교사 지 

망생 1인당때분씩) 

• 과정 내의 모든 교사들과 협의한다'. (1시간) 

• 필요한 만큼 전술 사항둡옳 검토한다" (찌분) 

〈수의적 감독 사항 개요〉 

• 감독관은 교실 공깨를 요청할 수 있다. 

ix) 감독 후 감독 결파 보고서 제뿔 

감독이 끝난 후 감독관은 Trinity College에 감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다. 감독 결과 보고서에는 감독 철과 외에 파정 운영에 있어 수정되고 보 

완되어야 할 점블이 포함훤다. 

x) Tri띠ty CoJlege에 의한 교사 자척증 수여 쩔정 

감독관의 보고서 접토 후 수석갑독판은 해당 과정의 교사 지망생틀에 

게 자격중이 수여됨을 확인히는 공식 서한을 쓰고 감폭판의 보고서를 첨 

부하여 보낸다. 

잉) 교사자격중수여 

보고서 발송 후 4-8주 안에 파정 책임자에게 교사 지망생 이륨이 씌어 

진 자격중이 보내지고 이률 피띤종 기관의 과정 책임자가 교사 지망생들 

에게 수여한다. 

찌j) 감독에 대한 펴인증기관의 평가 

Trinity 띠l맹얀는 피인증기관이 감독의 적절성과 효올성 둥을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서식을 보내고 피인중기￥f은 행}를 행해 Trin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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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낸다. 

뼈i) 기타 

oTrirùty 띠l앵e 프로그램올 용영하눈 파정은 반드사 Trinity 때應 

에 새로 임용합 교사의 이력서 둥윷 제출송}여 임용에 관한 승인을 받。}야 

하며 기존 교사들띄 이동에 대한 정보룹 항상 Trirùty 없l맹e에 제공해야 

한다. 

• Tl파lity 때lege 프로그램올 훈영하는 파정혼 과정 훈영의 내용파 시 

설 둥에 판해 변동 사항이 있융 경우에는 반E시 T피lity 없i應에 웰리고 

해당 과정올 광고하거나 흉보하기 전에 이러한 변동 사뺨II 대해 Trirùty 

eo:값뽕로부터 숭인올 받아야 한다. 

(2) 인종의 지속쩍 보장 

피인증기관의 인중의 지촉적 보장 여뿌눈 다옵.~ 조건틀에 달려있다， 

oTrinity 띠l떻e에 납업하는 과정 운영파 인중에 대한 금전죄 로열티 지 

불여부 

• 마지막 시험 때마다 제출되는 감톡판 보고서의 긍정적 팽가 여후 

• 첫 번째 인종이 행해진 해 후반기에 과정 용영 세부， 행정적 절차 보완 

점 둥을 담은 보고서(교사지망생틀에게 배부됨)의 사본을 Tri띠ty 

0111맹e에 제출하느냐의 여부 

• 매 3년마다 업데이트된 과정 훈영 보고서룹 TriI뼈r C<뻐킥~e에 제출하느 

냐의 여부{이 때 변동 사항을 반드사 영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3년마다 

제출하는 과정 운영 보고서의 변동 사햄 문제시 될 때 Tri빼 없l뿔 

는 재인중을 명할 수 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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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의 지속적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일들이 총실히 수행 

되어야 한다. 또 과정이 시작되어 자격중 수여될 때마다 감독판의 감독은 

지속적으로 수행되며 이 때 감독판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도 인중의 연 

장융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올 하제 된다. 

(3) 기판 질 평가.21 싫제 

전술했듯이 Trinity 않le용e어1 의한 언충운 무 가지 과쟁이 중첩되어 이 

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영어 교사 양성71판의 절에 대한 인중과 교사 

지망생 개인의 시험 결파에 대한 띤중이 그것이다. 물론 양자는 매우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전자의 인종(평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기관의 질에 대한평가내용 

인중 지원서에 수록원 내용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깎 경우마 

다 영어 교사 %댐 기관의 책임자 및 교사들과의 의견 조울이 이루어진 

다. 최초의 인중 이후에도 과정 후반부 교사 지망생률외 마지막 시험 때 

마다 Tri띠ty CoI1맹e에서 파견된 감독판틀은 애초에 영어 교사 양성 기관 

이 제출했던 인증 지원서의 내용파 실제 운용 현횡이 일치하고 있는지 동 

을 감독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한다. 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관운용의 목적 

• 기관의 탈성 목표 

• 주요 대상 학생(교사 지망생) 그활 

• 기관 지원 자격의 펼요 조건 

• 기관과정 시작날짜·과정 지속기간·과정 설치 횟수·한학굽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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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 기관의 자세한 구성파 시간표 

• 교육 과정의 영역 

• 참고문헌 

• 명가와서열화의 방법 

• 기관 경영 계획 

• 기판 책임자 이력서 • 교사틀의 이력서(확위 사항파 자격 사항 풍 기재) 

• 기관의 세부 시설 • 장비 • 도서판 • 편의 시설 

이 중 T파lÌty ωl맹e가 상대적으로 확쩡적인 평가 지첨을 제시하고 이 

의 준수를 펴인중기관에 의무시하고 있눈 사항 중 주요 부분올 살펴보면 

디움의 표와 같다. 최소 자격 교사 자격중올 위한 파정과 전문 자격 교사 

자겪증을 위한 파정에 대한 평가 지침이 각각 다르다. 

·전일채:4주이상 • 전일제 10주 이상 

과정의 최소 I .;최소 1ll시간 이상) (최소 1;X)시간 이상) 

지속 기간 · 파트타임 제: 3-9개월 이상 • 파트타임제: 11땀 이상 

(최소 1ll시간 이상) (최소 1;X)시간 이상) 

· 최소 영어교육 판련 석사 학위 
• 최소 영어교육 판련 석사 이상의 학 

소지자 
위소지자 

훈련교사 | 전문 자격 과} 자격증 소지자 • 전문 자척 이상 교사 자격중 소지자 
자격 · 영어 교육 판련 경험 5년 이상 • 영어 교육 판련 청험 5년 이상인 자 

인 자 'BATQI 꽁인 lev냉2 이상 소지자 
'BATα 꽁인 levl머2 소지자 

한학급 당 ll12 이하 
학생수 

112 이하 

-
졸정수업 하 시한험선 14개 전 영역에서 ;x)점 이상 14개 전 영역에서 %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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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영어학 • 언어화적 인식 능력 
(언어학의 전훈。R옴훈， 훔샤 
의미 둥) 

• 언어학의 용어 및 주요 개념률 
·교수방법 및 기술 
·교실 수업 훈용의 실제 
·교수 일지 작성법 
·외국어 학습 체험 
.학습자분석 
·학습자료구성 
·전푼성의 개발 

·뽕사폼·용운론·답화언어학·의미 
론·다충언어론 

• 언어 교수 이론파 욕정 학습자 그홉 
에의 척용 

• 언어 학슐과 십려학 환야의 접접(학 
습 동기와 제2언어 습득과 판련한 문 
제들포항) 

• 문화적 맥확의 역할과， 경험 • 가정 • 
판습퉁이 학습자나교사에게 마치는 
영향 

• 학습자의 의사소통 기술 분석 • 발 
전·평가의 방법 

· 학습자 요구 환석 빛 .ill.파 내용 • 프 
보j램설계 

• 학습자 오류 · 학습자 생취도 • 대조 
사례분석 

• 학습 자료 구성 • 명가 • 적용 
• 오디오 비디오 시설 풍 자웬의 적절 
한이용 

• 학습자 그홉의 언어 성향 명가 
".ill..파 진뺑의 실쩨(‘수업 참판 10시 w 
교육 싫습 19시감’ 흉이 최소 한도 이 
루어져야한다J 

’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교과 구성 
• 게임 • 노래 둥 다양한 교수 기술 
·최신학습자전략이폰 

• 참고 자료의 선택과 이용 
• 학술출판물 혹은 인터넷 자료들에 
대한숙지 

• 비숙련 교사활 위한 제언 
·수업 진뺑 향상 연구 방법론 

·교사교육모형올 

2) Trinity ωl탱e의 교사 지뭘^~ ̂ l짧빠 대한 인쯤: 훌없 시험 

Trinity 때lege의 교사 지원자 자질에 대한 인중은 인중된 교사 양성 



영국에서의 국제 명어 과} 양성 제도의 실태 및 시사쟁 • 석주연 157 

기관의 파정울 이수한 교사 지훤자의 졸업 시혐 통과 여부애 의해 결쩡된 

다 여기서의 ‘졸업시험’은 우리가 혼히 알고 있눈 1회성 펼기 시험과 그 

개념을 달리 한다. 영어 교사 양성 기판에서의 명가는 기환적으로 영어 

교사 양성 기관 내부 교사들에 의한 평가와 양성 기관 외부 감쭉뺀l 의 

한 펑7l{졸업시험)로 영역이 구분되고 전자는 과정 운영 중에 양성 기관 

교사뜰이 교사 지망생들의 학습 성파에 판한 즉각적인 명가로 이루어진 

다. 교사 지망생들은 과정에 입학하면 각자 포트폴리오(개인 서류함)를 

구비하여 과정 기간 중에 제출히는 모든 과제물， 개인별로 고안한 학습 

자혹 보고서， 시험지 둥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관하는데 이 안애는 

이에 대한 교사들의 즉각적인 평가 결과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후자야말로 인중을 위해 필수적인 평가 파정이라 할 수 있는데 전자의 

i헝가 부문을 포괄하고 외부 감독판에 의해 객판척씬 평가륜 더하는 과정 

이라 합 수 있다. 이 평가는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따음의 표를 

참조할수있다. 

(1) 펼기 시험 

(5문항1100점 만정/3사간) 

(2) 포트폴리오평가 

• 영어 푼볍 및 용법(:Il점) 
·교수법파 혹l습의 훤리 (때점) 

• 실제 교수와 관련한 자기 점검 
사항 빛 설제 .ü!..수 상황 훈용볍 

• 개개인 구성 학습 자료와 그에 
대한보고서 

• 적어도 상이한 두 딴계의 화습 
À}{각 단계 당 최소 8명 학습자) 

를 대상으로 설시한 최소 15시 

간의 교육 살습에 대한 일지 및 

보고서 
• 주제별 l，(XXl-2;αU단어로 작성 
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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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두 시험 
(100점 만접) 

(4) 교육 실습 
(100정 안정) 

(1) 필기 시휩 

• 실제 교수 상횡에서 문제시되는 
융운론적 문제 퉁에 대한 해결책 및 

교수방볍 
·구어와문어의 차이 
• 대조언어학적 방법의 적용과 교수법 

.교육설습 

·교육 실습 후 교사 지원자의 자기 
점검 결파보고 

• 교육 실습 및 교생 실습 일지에 대한 
질문과토의 

감독판아 시험 문제률 가져와 시험윷 본다. 주로 시험 문제로는 영어 

구어 • 문어 문법에 대한 지식， 영어에 대한 화자들의 인식 태도 영어의 

문법적 특정， 영어와 다른 언어의 톡정 대조 분석 동올 기술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또 다양한 영어 교육의 상횡을 주고 실제로 학습 계획 

을 고안하도록 하거나 실질적인 교수 방법 등올 기술하도록 하는 문제 둥 

이 출제된다. 즉 영어 문법에 대한 지식과 실제 교수 상빵II 대한 대처 방 

법 둥을 까술하도록 하는 문제 등이 출제된다. 총 5문항 정도가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3시간， 총 100점 만점이다. 자격종을 획득하려면 최소 fI)점은 

넘어야한다. 

필기 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유형을 보이기 위해 몇 가지 문제 사례4)를 

제시하면 다옴과같다. 

4) l!m년 8월 시뺑된 문제의 열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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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용법 
• 새째의 여러 언어률윤 뽕사 구조 휴형에 있어 차이훌 보인다， 여기서 웰하논 ‘봉사 구 
조’란 무엇옳 의미하는가? 다흔 앤어권 화자훌이 어려워한다고 여껴지는 영어 훔사 
구조 욕질 중 네 가지툴 툴어 설명하고 각 홈젤이 왜 다혼 언어련 화자에게 어협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훌 설명하랴. 

· 적절한 용볍이란 무엇인가? 척절한 용법용 시간， 장소 사회척 맥락， 언어가 구어적인 
맥학에서 쓰이느냐 문어척인 맥락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짤라진다. 구체객띤 예륨 들 

어 이러한 차이둘을 설명해 보라‘ 

• 진정한 의마의 동의어는 드용다. 예훌 들어 엄lin’， ‘SJirri’, ‘않tinny’의 의미와 용법은 다 
다르다. 유사한 형용사울의 의미와 용법의 쩌톨 학습자율에제 어떻제 안식시킬 것 
인지훌 구체적인 예훌 둠어 논하라(답이 작용휠 수 있는 학습자의 나이와 단계 둥을 
지정하여 설명하라) 

영어문법 
· 각 문장에서 외국인들이 발옴하는 데 어려움윷 느낄 수 있는 두 개의 옴훈론척 욕질 
을 들어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훌 학습지들이 극복하게 하기 위해 시뺑활 수 있는 병 
법을 제시하래상정할 수 있는 학습자의 국적， 나이， 단계용 지쟁하여 얼명하라l. 

(a) 앙Je' s seen a J，α q jil/ffl riα:entJy. 
(bl ηle jt때양 funeral um held 띠 st J~예1앙 따뼈1 
(c) You Didn’'t like the new teacher, did you? 
(d) q따ll'Se rri:! 
(e) wiαild Jike 었ne rrore frí생 rllα? 

언어 .ii수 
• 영어 문볍울 학습자의 모국어로 가르치거나 영어 문법의 전문 용어를 률어 설명하는 
방법의 장정파 단정융 논하라， 

이폰의 설계척 척용 및 자료 활용 
• 주간지나 광고물 언어의 폭정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룰에게 이러한 확질옳 이해시키 
기 위해 합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의 무 가지홈 근거툴 풀어 제시해 보래대상 학생 
의 수준과 나이툴 지적하여 제시하라l. 

• 사전을 개인 학습자나 그훌 학습자들에게 추천합 때 고려흩}여야 할 점융이 무엇인지 
제시하，!l{학습자의 나이와 단져l훌 지척하여 제서하라). 

이와 같온 유형의 문제는 영어 문법과 영어 용법 동에 대한 지식과 함 

께 이를 실제 교육 상뺨W서 적절하게 웅용할 수 있는 능력올 논술형으호 

평가하는 바 교사 희망자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명7댄단E 문제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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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가령 영어의 용법 영역의 문제 중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눈 영어 교수 

상뺑1서 실제 휠요한 언어유형론적， 대조언어학책 분석의 능력을 측정 

하고 있으며 영어 문법 영역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음교육 시 학습자 

가 겪을 어려옴을 미리 예/햄F는 능력과 함께 실제로 확습자 탄계나 니이 

에 걸맞게 이 어려옵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효파적인 교수법 동을 묻고 

있다. 충실한 언어학적 혹은 언어 교육적 지식을 지반?후 이를 실제 교 

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고 있음이 주 

목된다. 

(잉 포트훌리오(서휴함) 평가 

학습자의 포트폴리오에는 내후적으로 펑가된 교육 실습 쩔파， 학습자 

성향 • 요구 분석 보고서， 외국어 학습 체험 일지， 학습 자료 구성 파일 둥 

학습자가 이수한 전 과정의 fe:겠:æk자료뜰파 그에 대한 %댐 기관 내부 

평가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감독판들은 교사 지망생 개개인의 포트폴 

리오 내용의 충실도와 그에 대한 내부 평가 원칙 퉁이 적절한 것인지 둥 

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밍점은 넘어야 자책증윷 획득할 수 

있다. 

(3) 구두 시험 

갑독관이 직접 교사 지망생둡에게 구어 문법의 특정， 교수법 둥 준비된 

질문을 하고 이에 답하도룩 한다. 전반적인 학습 성과， 과정에 대한 인상 

동도 묻는다. 교사 지망생 각자의 개별 서류함으로부터 질문 거리를 선별 

히여 이에 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하기도 한다，1)분 정도 진행되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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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에 최소 00점이 넘어야 자척종옳 획득할 수 있다. 

(4) 교육 싫습 

교육 실습 평가는 최소 교사 자격 과정에서는 OJ:-성 기판 내후의 평가 

계획에 의해 주로 행해지고 외부 감독판에 의해서눈 구두 시험 풍으로 대 

체된다. 그러나 전문 교사 자격 파정에서는 외부 감톱관의 참판 하 교사 

지망생 개인의 교육 실습이 행해지고 감독뺀l 의해 이에 대한 1영가도 이 

루어진다'. 100점 만점에 최소 00점 이상어어야 자격종윷 획득할 수 있다. 

3. 영국의 국제 영어 꾀 양생 제도에 대한 I생7} 

영국의 국제 영어 교사 양생 제도눈 영국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오 

랜 기간 동안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조끔찍 판습 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온 결파물이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중앙의 인증 거관이 인중을 강하게 

주도했다기보다는 오랜 기간 똥딴 몇 개의 인증 기관이 자융적인 경쟁을 

벌이되 자 기관 발행의 교사 자격중올 중심으로 교사 %탱올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 인중 기준 개발， 평가 문항 개발 뚱으로 경험과 신뢰를 구 

축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피인중기관인 일선 교사 %탱 기관들이 호웅한 

결과 이제눈 몇몇 기관이 세계척인 권위의 교사 자격증 발급 기관으로서 

의 명성을쌓은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국제 영어 교사 양성 제도는 브리티시카훈슬에 의한 학 

습자 교육 기관 인중 제도5)와 함께 지급 일종의 전환기에 와 있다고 활 

5) 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졸고(때11) 창조 



1없 국어교육연구재집 

수 있는데 전환기에 들어선 기본적띤 배;썽으로는 기존 구기관의 인중이 

대학의 학위 과정과 연계하여 단일한 체계 숙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상 

황， 최근 세계화로 인해 영국 국내와 영국 국외에서 영어 교사 수요가 급 

증하고 있는 상황 등이 있다. 이러한 상짧II서 전통에 기반하여 다양성파 

자율성만을 강조해 온 영국의 교사 양성 체제에 어떤 단일하고 명료한 시 

스템의 도업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기관툴 스스로외 부웅으로 BAlα 

라는 신생 인증 기관이 역시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BA:때에 의한 인중은 물론 학위 과정 졸업째l 대해 배려종f는 체제를 

보이고 기촌 인중 기판을 존중하고 이틀에 외한 인증을 종협송}는 성격을 

띠게 되는데 학위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 과정 풍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 

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외의 시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학 평가 

시스댐 동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인종을 하고 있따，6)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의 국제 영어 교사 인중 기관 중 오랜 전통 

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립되고 발전융 이루어 온 기관으로는 역시 

6) BATQI의 학위 교사{석사 학위) 자격에 대한 인종은 그 구체적인 운용 체제에 있어 
대학의 영어 교육 관련 학위 수여 기판의 권한올 전적으로 인정하고 학위 수여 기 
관에 의해 학위가 수여되면 그 학위에 대해 Levl잉3의 자격용 부여하는 체제를 보인 

다. 다만 프로그램의 영역에 대해서 거의 유멸하게 최소한의 지침올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BATQI가 대학의 학위 수여 기관의 전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BATQI의 
목척이 학위 과정올 포함하여 TI:SCι 시스댐울 포괄함으로써 국내나 국외에 표준 

적이고 효융적이고 단일한 체제를 제시허어 전체 π<:SOL 판련 기관의 이득율 도모 
하자는 데 있는 것이지 。봐데믹한 분야인 대학의 학위 훈영 과정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거나 그 학위 운영 전반에 규격화원 운영 방칭을 강요하고자 송}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TESOL 시스템의 포괄로 국내나 국외에서 얻는 이점올 극대 
화하기 위해 단열한 TESOL 시스댐내에 대학의 학위 과정(석사 학위 과정) 포괄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교과 과정 영역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올 제시해 둔다. 

교과과정영역:(1) 영어문법 + (2) 영어교육 + (3) 기타 

(1) + (2): 전체 교과 영역의 껍(l(X)시간 이상) 



영국에서의 국제 영어 교사 양성 제도의 실태 및 시사챔 • 석주연 163 

UaES와 %빼ty 때廳가 중심에 있다고 활 수 있다 이틀은 인중에 관 

한 한 감탄할 정도로 세밀하고도 전훈적인 ;영험과 지식올 촉적해 왔다. 

이틀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 과정 지침의 내용만 보아도 그 상세함과 전문 

성에 놀랄정도이다. 

가령 그틀이 제시하고 있는 펼수 교육 과정 중에는 교사 지망생툴이 

전혀 접해 본 적이 없는 외국어 학습 과정을 뺨성하도확 해 교사 지망생 

툴 스스로가 초보 외국어 학습자툴처럼 미지의 외국어를 최초로 학습해 

보는 경험을 하게 함으호써 초보 외국어 학습자의 배경과 처지를 체험하 

게 하고 이러한 수업 처l험에 대한 일지폴 작성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 

다. 이는 학습자 성향 분석의 실제적 적용 풍을 배려한 교육 과정 편성이 

라 할 수 있다. 또 교사지망생 개인별 포트흉리오률 구성하게 해 이수 과 

정 전반에 걸쳐 교사 지망생툴의 성취 성과와 발전 과정올 평가할 수 있 

게 하는 시스탬융 도업하는 동 이를 기관의 명성은 창신환 표준 교육 과 

정 프로그램과 평가 시스템의 체제 위에 쌓。}진 것임옳 알 수 있다. 

이틀 양대 기관이 비록 사설 기관이긴 하였지만 오랜 기깐 동얀 국가 

부설 기판 이상의 명성과 권위를 쌓아용 것， 또 적지 않은 금전적 대기에 

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올 훈영하고 이률에 의해 발행된 

자격중율 발급 받고 싶어하는 영어 교사 양성 기관이 적지 않은 것은 우 

연이 아닌 것이다. 

영어학 영어교육 기타 

옵」성화·옵운론 
일반언어핵습혼， 까￠언어 습득룡 

행태론， 어휘론， 흉사혼 
핵습지분석론， 수업기반영어교육혼 

담화언어학， 텍스트언어화 
영어 교사 훈련폰， 영어 교사 평가용 수업 진행의 실체교육 실습 퉁) 

문채혼， 의미론， 화용론 
교파 과쟁 평가론， 화습자 평기룡 문확파영어교육 

영어사 
학습자료 구성혼， 학습^}료 명7\‘톰 문화와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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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제 영어 교사 %탱 제도눈 전반척으로눈 다생;성과 전통을 중 

시해 왔지만 최근 들어 훤가 단일한 체계에의 요구가 고조왼 상짧II서 기 

존 인중 기관의 축적된 경험파 지식이 새로 구축된 단일한 체제와 함께 

독특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j료 발달되어 왔다고 해도 좋윷 것 

이다. 전체적인 이러한 방향과 함찌l 중앙 인중 7]판틀이 제시하눈 교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과정과 교사 양성 기관의 질적 관리률 위한 

인중 지침 동은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 구축을 위해서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라할수있다. 

4. 결론몇시사점 

한국어 교사 양성에 대한 대내외적 뭘요성이 부각되고 있눈 우리의 현 

상황은 세계화 둥으로 전세계적으로 영어 교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 

국의 상황과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 흑히 한국의 정우에는 한국어 교사 

의 구성이 디양한 전공자둘로 구성되어 있는 상뺑l서 교사의 전문성 확 

보와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을 어느 정도 표품화시키는 동시에 이를 기반 

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올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당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영국의 사례는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영국의 현횡-ò] 한국적 

상웰1] 대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사점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종 제도를 중심으로 교사 양성 파정을 고려한다면 영국의 경우 

와는 달리 Uα$와 Trinity 없l맹e와 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인 

중 기판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 유관의 중앙 인중 기판이 처음부터 학위 

과정 둥을 총괄하는 인중 방식을 생깎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오히려 한국은 기존 사설 기관에 의한 인증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인중 기관과의 마찰로 단일 체제 구축 시 어느 정도 진통을 겪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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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는 달리 처읍뿌터 일판성 있고 효율쩍인 체제훌 구촉할 수 있융지 

도모룬다. 

둘째， 국제 환국어 교사 양성 제도 실시의 구체적인 절차 · 방법 • 내용 

에 있어서눈 결국 단일한 체제 하에서도 그 권위툴 존중받아 명u.}윷 더하 

고 있는 UCLES와 Trinity CoI1맹e의 인중의 방법을 참고해 붉직하다. 전술 
했듯이 이룰의 인중 방식은 두 가지 단계로 중첩되어 있다. 즉 이블의 영 

어 교사 인중은 영어 교사 양성 기관의 일반적 부푼의 질에 대한 인중과， 

인중된 영어 교사 양성 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올 이수한 개별 교사 지망자 

뜰의 졸업시험 결파에 대한 인중올 흉해 이루어진다. 물론 그 인증을 위 

한 평가의 기준은 UCLES와 Trinity 띠lege 자체의 평가 지침에 입각한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교사 지망생의 시험을 중앙 기판이 감독관을 통해 

직접 통제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겠지만 감독관을 파견하여 마지 

막 시험 둥에 대해 직접 홍제를 가종}는 영국의 방식이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7) 실시되기 힘들다띤 ‘졸업시험 통과’룹 교사 자격중 취 

득올 위한 한 단계로 설정함으로써 교사 지망생 개띤에 대한 객관적 평가 

를 교사 자격중 획득에 있어 펼수 조건으로 삼올 수 있어 결국은 피인중 

기관의 교육 과정 이행의 충실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올 것이다. 

셋째， 교사 자격중 인종의 구체적인 대상에 있어서는 영국이 어떤 식으 

로든 궁극적으로 학위 과정에 대해 .llL사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 

올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참조할 펼요가 있다. 애초에 영국의 시절 인증 

기관이 학위 과정 이수자에 대한 배려룹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7) 이러한 제도시행 초기단계에서 쉽게 떠오를 수 있눈 현실적인 문제로 우션 충분한 

수의 자격과 경험을 갖훈 감독판의 확보푼제가 었다. 영국의 예에셔도 잘 프러나듯 
이 이러함 감독판의 확보는 시험인중제의 성공에 휩수적이다. 비슷한 이유로 영국 

의 TESOL 시험문제와 같이 수준 높은 시험문제의 확보도 단기간에 이혹되기는 어 
려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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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학위 과정에 대한 자격중 부여에 대해 그 절차와 방법올 두고 논 

란이 새롭게 가열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처 

음부터 학위 파정에 대한 인중율 단웰한 인중 채제 내에 굳건히 함으로써 

영국이 겪었던 문제 상황올 방지활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국제 영어 교사 양성 제도는 띤중 관련 유판 단체 

나 개인들이 조화 • 공존 • 상호 이익 극대화의 원칙 하어l 발딸시켜 왔다 

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 이들이 오랫동안 다져홉 상호 간의 굳건 

한 신뢰 역시 교사 %냉 제도의 발담에 막대한 공헌올 해 왔다. 특히 인종 

의 구체적 절차에 있어서 중앙의 인중 기관， 인중 기관 파견 갑독관， 그들 

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신뢰룹 구축하기 위해서 띤중 기판이나 피인중 

기관의 상호 협의 체제가 엄격한 기준 하어1 투명하고 전설적으로 훈용되 

어 왔다는 점은 교사 OJ-성 제도의 시행파 정짝울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 

제가 무엇인가 히는 점올 잘 보여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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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Stra야 

The Qualification Schemes of the English Teachers for the 

Speakers of Other Languages in U!(: Facts and Imp1ications 

S앓k. Ju-yeon 

We investigate a numl따 of qualification scheræs of 야f 압19lish 않때1eI"S for 

the SJ:熾:ers of other languages in UK In 따ticu1ar， we examine the 때se of 

Trinity Olllege in de때1. InCJ뼈ng Trinity C빼ege， 많itish 쨌때cate--awardir핑 

1:xx:Iies do not nm tr때ning 0때rses thernselves, but αùy v삶idate the 댔뼈cate 

oour똥s of v때이lS teac비ng 여용anizations 따ter cheokìng 때빠her they ræet 

뼈띠re:I αi않ia All 斷hing organizations have to be validated 따α뼈1 rigorous 

insrretiα1pt없ss in om었r to nm cer뼈.cate 00따않s. A trainee 빼10 finish one of 

the v;떠ida때 cαrrses and IESS 얹amination (lxlth intern싫 없d ex뼈na!) is given 

hercer뼈cate from an aw:빼nglx빼T. Hel뼈 by SOJre les없lS we have learn어 

from the sc뼈res of α<. we Ire었1t 뼈rein뼈icatiαlS fl어 야Je æltification 암Jerre 

of Koce없1 as a for갱gn 때g떠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