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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전종민 

(서울대학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어의 세계적 

인 확산은 이미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또한 영어의 확산에 대한 많은 비핀

에도 불구하고(Phillipson， 1992) 영어는 점점 국제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을 위 

한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 

는 영어의 확산으로 인해 영어교육은 점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영어교육의 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영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사회에서의 노력븐 너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즉 미국， 영국， 그라고 호주와 같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을 모델로 하여 우리의 영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영어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 

들이 미국 혹은 영국과 같은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고 사용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l) 환경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우리나라의 영 

어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또한 ESL 환경 

에서 활용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우리의 교육환경에 그대로 적용 시키는 

것 역시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가 우리의 모국어 혹은 제2언어가 아니라는 인식하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어떻게 잘 배울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의 상황은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우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었다. 즉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의 영어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보다 현실적 

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 

하여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진행되는 영어교육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1) ESL은 영어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영어가 교육， 경제 그리고 정부 분 
야에서 중요한 역할올 하는 영어학습 환경올 의미하며， EFL은 영어가 내부사회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올 하지 않고 학교수업이외의 상황에서는 영어를 접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영어 
학습 환경을 의 미 한디{Richards와 Schr피dt，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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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영어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II.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유럽 국가들의 영어능력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다픈 국가들과 비 

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배 포한 국가별 TOEFL 점 수 보고를 살펴 보 

면 유럽 국가들의 성적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ETS ， 

2005). 특히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독일 그라고 노르워l 이 등은 

최상위권의 수준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2). 그 

렇다면 영어와 관련하여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무엇인가? Kachru 

는 영어사용국가들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내부그룹(inner circle), 영어 

가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외부집단(outer circle), 그 

리고 영어를 국제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외국어 

로 학습하는 확장그룹(expanding circle)으로 분류하고 있다(Tollefoson， 2000).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르면 표면상으로는 유럽의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확장그 

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EFL 환경에서는 영어교육이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교육 차원에서 유럽의 영어교육 현황을 살펴 

보는 것은 유럽과 우리나라의 영어능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다음의 표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년 동안 실시된 TOEFL의 8개국 및 한국의 평균 
점수를 보여 준대ETS. 2005). 

※ 유럽 8개국의 영어능력 비교 (TOEFL, 2004-2α)5) 

국가 CBT (300) 
네덜란드 262 
멘마크 261 
노르왜이 258 
독일 253 
핀란드 257 
스혜덴 249 
프랑스 237 
스페인 235 
한국 215 
전체 214 

PBT (677) 
613 
618 
597 
597 
606 
588 
569 
567 
545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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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에서 언급한 TOEFL 접수의 결과를 보면 유럽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다소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프랑스와 스페인은 다른 유럽 국가들 

과 비교해서 TOEFL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한 보고서 

(The assessment of pupils' skil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 2002) 는 

유럽 8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능력 평가의 결과와 학생 및 교사 

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의 결과릎 보고하고 있는 데， 이 

자료를 보면 역시 프랑스와 스페인의 영어능력에 관한 접수가 다콘 국가들 

에 비해서 낮고 다픈 국가들의 점수가 서로 비슷하면서 높음을 알 수 있다3) . 

프랑스와 스페인 역시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EFL 환경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는 상이한 영어교육 제도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유럽 8개국의 영어교육 현황을 살펴봄으 

로써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 간의 영어능력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변 

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유럽 국가들의 영어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 

펴봄으로써 국가 간의 영어능력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는 유럽 8개국의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과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의 일부를 포함하는 의무교육 

(compulsory education) 기간4) 중의 영어교육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 다음의 그림은 2002년에 발표된 유럽 8개국의 영어능력 평가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연구는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독일의 시험 운영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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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국 영어 능력 시험 결과 

←「

프랑스 내댈란드 노르예이 스빼인 스쩨댄 

4) 유럽의 중동학교는 주로 하급중둥학교(lower secondary education)와 %팝중둥학교(upper 

secondary education)로 구분된다. 그러나 의무교육 기간은 일반적으로 초둥교육과 하급중동학교 
를 포함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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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8개국의 영어교육 현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된다. 

2.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럽의 영어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요 8개국을 선정하 

였다. 즉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럴란드， 핀란드， 스워l 덴 그라고 노 

르례이 등의 8개국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가간 중의 영어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특정 국가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유럽의 영어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유 

럽의 영어교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된 8 

개국은 의무교육 기간 중의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주요 외 국어 과목으로 제 공 하는 국가들 이 q(Key data on teaching languages at 

school in Europe, 2005). 영어를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국가에 

는 댄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노르혜이가 포함된다. 그리고 교 

육과정에서 영어가 주요 외국어 과목인 국가에는 스페인과 프랑스가 포함된 

다. 핀란드는 핀란드어와 스혜댄어를 국가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 국가로서 

학생들의 모국어에 따라서 핀란드어 혹은 스왜덴어가 필수 과목이 되며， 영 

어는 제2외국어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영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8개국의 선택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8개국의 영어교육에 대한 비교 자료 

의 획득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유럽네트워크에 의해 발표된 한 보고서 

(The assessment of pupils’ skil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 2002)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8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능력 측정의 결과 

및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유럽의 영어교육 현황을 살펴보 

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8개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어능력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시험 자체의 목적과 신뢰성의 한계 때문에 

전반적인 영어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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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πice)에서 제공되는 TOEFL 접수는 각국의 영 

어능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실시된 TOEFL 점수 

를 살펴보면 8개국의 영어점수가 대체적으로 상위권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영어교육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의 질을 향상 시 

키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영 

어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국가의 영어교육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유럽의 영어교육 현황에 대한 기본적 

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는 유럽에서의 

영어교육 현황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몇 가지 분야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정책과 언어계획은 다양한 수준의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Kaplan 

& Baldauf, Jr. , 1997). 이에 대해 Kaplan과 Baldauf Jr.는 정부기관， 교육기관， 

유사 혹은 비정부조직 그라고 직접적으로 언어계획과 관련이 없지만 언어정 

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직과 개인의 차원에서 언어계획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중에서 교육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언어계획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 대상이 되는 언어의 선택， 교육의 시작 시기， 교육기간，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선정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언어능력을 목표로 할 것인가 

가 결정된다. 또한 교육방법과 교육 자료의 선택 그리고 교사양성과 교육평 

가에 대한 결정이 교육 분야의 언어계획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언어계획의 

내용은 해당 언어의 교육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양성에 관한 부분은 이 글의 범위를 너무 확대 

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교사의 역할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평가에 대한 논의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종류 

의 시험으로 제한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유럽 8 

개국의 의무교육 기간 중의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의 시작시기와 교육시간 

을 살펴볼 것이다.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EFL환경에서는 학습이 대부분 

학교 수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교육시간은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시작 시기에 대한 비교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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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기영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 두 번째로 다루어질 내용은 영어수업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영어수업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목표， 

의 중점사항， 수업자료，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및 수업시간 

영어의 사용 정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세 번째로 조사될 내용은 학교수업이외에 학생들이 영어를 접할 수 

엽
 
의
，
 

스
’
 즈0
 

있는 

기회의 정도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언어정책 

은 회원국의 언어를 모두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다중언어 (multilingualism) 정 

책이다(Pillipson， 2003).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가에 

서 모국어 이외에 2개 이상의 외국어를 교육시키는 습득계획( acquisition 

planning)5)을 실 행 하고 있 다(Key data on teaching languages at school in 

Europe, 2005). 따라서 유럽사회는 다양한 언어의 사용을 장려하며， 일상생활 

에서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어 습득이 학교 수업에서만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 

한 통로를 통해서 이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본 연구는 수업시 

간 외에 학생들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봄으로 

써 영어교육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데 이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유럽 영어교육의 현황에 대한 조사내 

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종류의 평가， 즉 TOEFL과 유럽 8개국의 영어능력 평 

가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럽 영어교육의 특정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3) 연구자료 

유럽 8개국의 영어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유럽연합의 여러 

가구들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기초자료 수 

집을 위해서 이용된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들과 자료의 출처에 대한 소개이 

다. 

5) 언어계획(Language planning)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뒤어 진다; status pl없mmg， corpus 
planning and acquisition planning. status planning은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국가 
공용어의 선택 혹은 다양한 지역어가 존재할 경우 표준어의 선택올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corpus planning은 주로 언어적인 문제를 다루며 따라서 언어내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어휘， 
철자， 발음， 그리고 외래어의 선택과 관리 둥과 관련된 언어계획을 의미한다. acquisition 
planning은 주로 모국어와 외국어의 언어교육과 관련된 언어계획올 의미한다. 
(http://www.answers.com!language%20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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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ydice6): 

• Key Data on teaching languages at school in Europe (2005) 

• Key Data on education in Europe (2005) 

• National summary sheets on education systems in Europe and ongoing 

reforms 

• Eurybase7): The information database on education systems in Europe 

• The European Network8) of policy makers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 

systems: 

• The assessment of pupils' skil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 

(2002) 

• A brief outline of early foreign language teaching provisions in Europe 

(2003) 

• Eurobarometer9) 

• Europeans and languages 

• European centre for modem languages lO) 

• National repoπs 

6) Eurydice는 1980년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회원국들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서 유 
럽 지 역에서 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이다(π1e information network on education 
in Europe). 1995년부터는 교육장려 프로그램인 Socrates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유럽의 
교육 체계와 정책에 관한 신뢰성을 갖춘 정보를 획득， 감독， 처리， 그리고 배포하는 기구이다. 이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네 가지 보고서는 유럽 각국의 교육정책 일반과 외국어교육 정책에 대한 비 

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 Eurybase는 바ydice가 제혐}는 자료의 한 부분으로써 유럽 국가들의 교육체계에 대한 전반적 

인 정보를 제공한다. 
8) European Network는 1995년에 설립된 기구로서 유럽 각국의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한 대표로 구 
성된다. 유럽 네트워크의 목적은 유럽 각국의 교육평가와 감독의 분야에서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함으로써 유럽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유럽 네트워크는 교 
육평가와 감독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두 보 
고서는 2001년과 2002년에 실시된 유럽 8개국에 대한 영어능력 평가시험의 결과와 학생 및 교사 
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포함함으로써 유럽의 영어 교육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 또한 유럽의 외국어교육에서 조기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9) Eurobarometer는 1973년부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Public Opinion Analysis에 
의혜 수행되는 조사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회원국들과 유럽연합(E따opean Union)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한 대중의견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고서는 언 
어와 관련된 대중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써 현재 유럽의 언어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0) European centre for modem languages는 유럽 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한 기구로써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올 추구하면서 언어정책의 입안과 실행， 그리고 현대 
언어의 학습과 교육올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 인용되는 8 
개국에 관한 보고서는 각국의 언어정책과 외국어교육의 현황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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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유럽 8개국의 영어교육 현황 

1. 의무교육에서 영어교육시작 시가 및 교육시간 

Phi1lipson(2003) 이 지 적 하고 있 는 바 와 같 이 유 럽 연 합(European Union)이 유 

럽의 통합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언어문제이 

다. 유럽은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유럽이 통합되기 위해 

서는 서로간의 의사소통문제가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 

회적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 

을 존중하면서 회원국늘의 언어를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 다중언 

어 정 책을 표방하고 있다. 

그라고 다중언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럽의 국가들은 학생들이 가능 

한 이른 시기에 최소 2개의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제도화하 

여 실행하고 있다(Barcelona European Council, 2002). 그러나 각 국이 가지는 

특정 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리고 유럽 각 국이 외국어의 

선택과 교육에 있어서 각 지역단체， 학교， 그리고 학생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특정언어의 선택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영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의 팽창과 더불어 시작된 영어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을 지난다. 즉， 

유럽연합이 현재 다중언어 정책을 표방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외국어 

를 배우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영어의 세계적인 확산은 영어를 외국어로 선 

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8개국의 대부분은 영어를 의무교육 기간 중에 필수 외국어 과 

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영어를 제 1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유럽의 한 

보고서(Key data on teaching languages at school in Europe, 2005)에 따르면 스 

페인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즉 8세부터 외국어가 의무적인 선태 과목이며， 

2001/2002 교육년도에는 영어를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이 98%였으며， 프랑스 

역시 학생들이 3학년(8세)부터 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선태해야 하며， 

2001/2002 교육년도에 영어를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이 약 90%에 이르고 있 

다. 핀란드는 영어가 제2외국어로 제공되며， 20이/2002 교육년도에 초등학교 

에서는 학생들의 65 .4%, 중등학교에서는 99%가 영어를 선택하고 있다.<표 

1>은 영어가 의무교육 기간 중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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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다. 

<표1> 의무교육파정에서 필수과목으로서의 영어 

멘마크 독일 까‘페인 효랑〈 네덜란드 핀란드 까‘웨댄 노E 웨이 

1982/93 • • × × • ‘ • • 1992/93 • • × × • ‘ • • 2002/03 • • × × • ‘ • • 
※ .: 의무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영어가 지정된 경우 

x 특정 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음 

.Â.: 핀란E 는 영어가 제2외국어임 

출 처 Eurydice 의 Key data on teaching languages at school in Europe 

유럽의 많은 각국들이 영어를 의무교육기간 중 교육파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점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영어 

를 제 1 혹은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있는 사실은 유럽의 외국어교육정책에서 

영어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유럽의 8개국은 각각 고유의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에서도 정치， 문화， 사회 그리고 언어적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국이 의무교육 기간을 제공하고 있으 

며， 이 기간 중에 영어가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았다. 따라서 유럽의 영어교육에서 교육시작 시기 및 교육 

시간에 관한 내용은 각국의 의무교육 기간 중에서 영어교육이 언제 최초로 

시작되고，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교육이 진행되며， 또한 전체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영어교육의 시작시기 및 전체 영어 

교육에 배정되는 시간은 유럽 각국의 영어교육제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우 

리나라의 영어교육과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주로 유럽연합에 속한 여러 기구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참조하였다11). <표2>는 유럽 8개국 및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기간， 영어교육 

11) 표2는 다음 자료를 근거로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다. 

• Key data on teadùng languages at school in Europe (2005) 
• πle assessment of pupils' skil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 (2002) 
• National reports from European Center for Modern Languages 
• National summary sheets on education systems in Europe 
• Eurybase: The inoformation database on educational systems in Europe 
• A brief outline of early foreign language teaching provisions in Europe 
• 이병민. (2003) , EFL 영어학습 환경에서 학습시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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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시간 

720시간 

영어교육시간 분포 

주당 교육시간 1회당 시간 

• 4학년:2회 

• 5-9학년: 3회 
• 5-6확년:6회 

• 7-8학년:3회 

• 9-101빡년:3회 

3회 
• 2학년:매일 

15붙씩 시청각자료 

• 305학년: 1시간 

30봄 

• 6-9학년: 3시간 
• 1-2학년: 1희 

• 3-8학년:3회 

• 1-5학년: 2회 
• 6-7학년:3회 

2회 
• 1-4학년: 
전체 95회 

• 5-7학년: 
전체 266회 

• 8-10학년: 전체 
342회 

• 초풍확 ... 3 

-4확녕: 1희 

- 5-6학연:2희 
• 충학교1-2확녕: 

3획 

-3확연: 4희 

•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교육과청 7년에 고등학교 1년율 더하면 503.9시간， 2년율 더하면， 617.2시간 그리고 3년융 더하면 10년 총 730.5시간이 된다. 

55분 

55봄 

8년 

8년 

3학년(8세) 

2학년(7세) 

10년 

9년 

l학년(6세) - 10학년 

l학년(6세) - 9학년 

스왜인 

프랑스 

“ 600시간 45-50붐 8년 5학년(8써) 12년 1학년(4세) - 12학년 네덜란드 

480시간 45봄 7년 3학년(9세) 9년 l학년(7세) - 9학년 핀란드 

480시간 유통척임 6년 4학년(10세) 9년 l학년(7셰) - 9학년 스째댄 

씨펀‘ 
ι
메
빼
〉
-
써
}
 

530，시간 45붐 10년 l학년(6세) 10년 1학년(6세) - 10학년 노르빼이 

390.6시간 
• 초풍확교: 40훌 

• 충학교: 45톨 
7년 

초풍확교 

3확년(10세j 
7년 

초풍확교1학년(8.셰r; -

중학교3확녕 
한국 



유럽8개국 초 · 중등학교의 영어교육 현황 75 

의 최초시작 시기 그라고 의무교육 기간 중 총 영어교육시간윤 보여준다. 

의무교육 기간은 일반적으로 6세 혹은 7세부터 16세 혹은 17세까지 지속되 

며， 9년 내지 10년 동안의 기간을 포함한다. 네덜란드는 다픈 국가보다 이콘 

시기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되며 따라서 그 기간도 12년으로 가장 길다.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가장 빠르게 시작하는 국 

가는 노르웨이로서 6세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되며， 멘마크， 독일 그리고 스왜 

멘은 이 들 국가 중 가장 늦게 영어교육이 시작된다. 또한 네덜란드는 10세 

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되지만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1 학년， 즉 5세부터 영어 

교육이 시작되기도 한다. 독일파 스페인은 각각 8세와 3세부터 영어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려 

는 시도를 하고 었다. 특히 스페인은 1996년부터 3세부터 영어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자체 평가 때문 

에 2000년부터는 42개의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 

향은 유럽의 학생들이 조기에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2) .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받는 시간의 양 역시 각 국가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수업시간의 차이는 의무교육 기간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기 

간의 차이와 주당 수업 시간， 그라고 한 회의 수업 당 소요되는 시간에서 차 

이가 나기 때문이다. 스혜멘， 멘마크 그라고 핀란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영어교육 시간이 적으며， 독일，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시간을 영어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8개국은 영어 교육시간과 관련해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는 경향이 

보인다. 즉 국가에 따라서 영어교육을 특정 기간에 집중하거나 혹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수업을 분산해서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6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시간이 배정되고 있는데 이는 주당 수업 횟수 

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노르왜이는 10년이라는 비교적 긴 교육기간을 갖고 

있지만 53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육시간이 영어교육에 배정되어 있다. 

이는 초기 교육시기에 약 I주일에 한번 밖에 영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댄마크와 스혜멘 그리고 핀란드는 짧은 교육기간에 적은 교육 횟 

수를 제공함으로써 노르왜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 

는 비교적 긴 교육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주당 교육 시간도 많기 때문에 독 

일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네덜란드는 비록 교육기간은 길지만 주당 교 

12) 이 시기는 대부분의 학교체계에서 초등학교의 후반부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초 
둥학교 3학년， 즉 10세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되었고 이는 유럽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70년 혹은 80년대부터 초퉁학교에서 영어교육올 도입한 것은 
우리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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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시간이 적기 때문에 총 교육시간은 전체 교육기간이 유사한 국가에 비해 

서 적다. 즉 영어교육에 투자되는 총 교육시간은 영어교육 기간과 주당 교육 

시간에 따라 각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불 때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의 영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룹 포함하는 7년으로 정하 

고 있다. 영어교육은 광복 이후 중학교 1 학년부터 교육과정의 주요과목으로 

포함되었으며， 1997년 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박영 순， 1998). 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에서는 1주일에 40분 수업으로 I 회 

를， 5학년과 6학년에서는 40분 수업으로 2회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학교에 

서는 1 학년과 2학년의 경우 45분 수업으로 1주일에 3회， 그리고 3학년에서는 

45분 수업으로 4회가 이루어진다. 즉 의무교육 7년 동안 학생들이 영어수업 

에 참가하는 시간은 I년 3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90.6시간이 된다(이병 

민， 2003).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기간 중 영어교육 시간은 유럽과 비교했 

을 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와 같이 7년 동안 영어교육을 하 

는 핀란드와 비교를 하면， 핀란드의 경우 480시간이며 우리나라는 약 390시 

간이가 때문에 약 90시간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8년 동안 영어교육을 하는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 고등학교 1 학년 동안의 교육시간을 기본 교육시간에 

더하면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시간은 약 504시간이 된다. 그러나 이를 유럽의 

국가 즉， 스페인(720 시간)， 프랑스(720 시간) 그리고 네덜란드(600 시간)와 

비교하면 역시 우리나라의 교육시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와 비교하면 약 200 시간의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단순한 비교에 의하면 교육시간의 차이가 유럽과 우리나라의 영 

어능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자료 

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8개국의 영어능력 평가의 결과와 비교하면 이야 

기는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노르웨이는 10년간의 교육기간에 530시간의 교육 

시간을 배정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나라 영어교육 시간， 즉 의무교육과정에 

고등학교 3학년을 합친 10년간 총 730시간보다 200시간이 적은 수치이다. 우 

리가 영어교육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점수는 낮다는 점은 영어교육 

시간이 유럽과 우리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시간과 스페인 및 프랑스의 영어교육 시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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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교는 우리나라가 스페인과 프랑스에 비해서는 영어능력이 낮다는 점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스페인과 프랑스가 다른 유럽의 국 

가들에 비해 많은 교육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8개국 중 영어능력 

이 가장 낮다는 점을 설명하기에는 교육시간이라는 변수만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의 경우 적은 교육시간 

을 배정하고 있음에도 TOEFL과 8개국 영어능력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 

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시간이라는 변수가 영어능력의 차이를 충분 

히 설명해주지는 못함을 의미한다. 

<표2>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어교육의 시작시기와 영어능력의 관계 역시 병 

확하지 않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늦게 영어교육을 시 

작하지만 높은 수준의 영어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비교 

적 일찍 영어교육을 시작하지만 영어능력은 8개국 중 가장 낮다. 따라서 영 

어교육의 시작시기가 영어능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도 없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최끈에 우리나라에 

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데(동 

아일보， 2005년 10월 21 일)， 유럽의 경우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논의는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수업활동 

실제 교실에서 영어수엽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영어수업 

에서의 학생 수， 영어교육의 중점 목표， 수업에서의 영어 사용 정도， 수업자 

료， 그리고 수업방법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의 수집은 실질적으로 수 

업활동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주로 학생과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13). 

1) 영어교육 목표 

8개국의 영어교육 목표는 모두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을 위해서 언어지식(knowledge of English 

language)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 스스 

로의 언어학습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각국에서 제시하 

13) European Network에 의해 이루어진 8개국에 대한 영어능력 평가는 영어의 4가지 영역에 대한 
시험과 더불어 학생과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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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영어교육의 목표룹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표3> 8개국의 영어교육 목표 

국가 

댄마크 

독일 

스페인 

!I" ξ:1-까‘ 
_11-

네덜란드 

핀란드 

스혜덴 

노르웨이 

영어교육의 목표 

• 의 사소통 기 술 (Communication skills) 

• 언어 사용 (Language usage) 

• 언 어 학습 (Language learning) 

• 문화 및 사회의 관계 (Cultural and social relations) 
• 의 사소통 기 술 (Communicative skills) 

• 언 어 형 식 과 실 용영 어 (Form-focused objectives and pragmalinguistic 

aims) 

• 문화관련 주제 CCultural topics and themes) 
• 의사소통 기술 (Communicative skills) 

언어기능과 문법 반영 (Reflection on language that comprises 

language functions and grammar) 

• 사회 문화적 관련성 (Socio-cultural aspects) 
언어， 문화 그리고 지적 능력 (Three main objectives: linguistic , 

cultural and intellectual) 

• 문화와 문법 지식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Priority is the ability to 

communicate.) 
•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듣기 능력과 언어에 대한 인식 및 문화에 대 

한 이 해 (Skills in the 4 skills plus linguistic awareness and 

intercultural orientation)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기 술(Skills: everyday language 

communication) 

• 언어， 문화， 국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 (Knowledge: the target 

language and its culture , the countries , people and cultures of the 

language area) 

학습방법 의 학습(Attitudes: Learning-to-Iearn skills) 
• 수용 지 식 (Receptive skills) 

• 생 산 지 식 (Productive skills) 

• 상호작용 기 술(lnteractive skills) 

• 문화에 대 한 인 식 (Cultural awareness) 

자신 의 학습에 대 한 책 임 (Taking responsibility for one’S own 

learning) 
• 구어 및 문어체 언어에 대한 접촉(Encountering spoken and written 

language) 

• 언어 사용(Using the language) 

• 언 어 지 식 과 문화적 맥 락에 대 한 지 식 (Knowledge of the English 

language and its cultural context) 

출처: 

• 자신의 학습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one’S own language learning) 

The assessment of pupils’ skil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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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체적인 영어교육의 목표는 언어지식과 문화 및 사회적 맥락의 

이해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선체적인 영어교육의 목표와 더불어 각국은 네 가지 언어능력에 대해서 의 

무교육의 시작시기에 중점이 되는 부분파 종료 시기에 요구되는 가술을 병 

시적으보 정함으로써 영어교육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Key data on 

teaching languages at school in Europe, 2005). 멘마크와 스페 인 그리 고 노르웨 

이는 의무교육의 시작시기와 종료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네 가 

지 기술을 통합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라고 스워l 멘은 의무교육의 시작시기에 말하기와 뜯기 기술을 우선적인 중 

점사항으호 규정하고 었다. 또한 스웨덴은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 학생 

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으로 말하기와 뜯기 기술을 지정하고 있다. 

영어수업에서의 실질적인 수업활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영어교육의 목표와 구체적인 중점사항에 대한 설정은 적어도 수 

업활동의 중심이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이와 같은 영어교육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 

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수엽의 학생 수 

<표4>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의 일반과목과 외국어교육에서의 과목 수 

강 학생의 수를 보여준다. 두 학교 수준에서 일반과목과 외국어과목의 학생 

수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국가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스페인의 경우는 외국어과목에서 학생 수가 일반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일반과목의 학생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외국어과목의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외국어교육의 특수성을 인지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프랑스는 초둥학교의 

경우 평균 25명 그리고 중둥학교의 경우 24명의 학생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만 외국어 과목에 대한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Eurydice; N ational summ따y sheets on education systems in Europe and ongoing 

reforms). 네덜란드，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교실 당 학생 수에 대한 규 

정이 없다. 

학생 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35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이러한 

숫자는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80 외국어교육연구 제8집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유럽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 수가 실질적인 상호작용의 기 

회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영어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부적절한 

것 같다. 

<표4> 일반과목과 영어 과목의 학생 수 (단위: 명) 

덴마크 s-1ε~ A 페인 효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끈웨이 

연반과목 28 29 25 x × × × 28 
초등학교 

외국어 28 28 20 x X × × 28 

일반과목 28 29 30 × × × × 30 
τ=τ t二 을 약1 꾀 Jîl 

외국어 28 29 20 × × × x 30 

x: 학생 수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음 

출 처 : Key data on teaching languages at school in Europe(2005) 

3) 수업 시깐 중 영어사용 정도 

교실상황에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제한적으로 배우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언 

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언어입력이 필요하다(이병민， 2003). 특 

히 음성언어에 대한 노출은 구두로 진행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필요한 언 

어입력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 대부분의 

언어입력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활동 양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수업에서의 영어사용 정도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비록 수업시간 중의 영어사용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없으나 유럽 8개국 

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수업시간에 영어의 사용정도를 간접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14) . 먼저 일반적인 영어수업에서의 교사와 학생사이의 상호 

교류 및 학생간의 교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의 내용은 교사가 전체 

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비율， 교사와 개별학생간의 대화의 기회， 그 

리고 학생간의 그룹 활동의 기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14) 유럽 8개국에 대한 영어능력과 학생 및 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독일과 스페인이 포함되지 
만，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독일과 스페인의 자료가 누락되어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6개국 
에 대한 내용만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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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었다. 

<그림 1>의하면， 영어수업이 주로 교사 증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국가 간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업은 주로 교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 

고 있으며(전체 74.6%), 교사가 학생들파 개별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전체 25 .1 %). 

<그림 1> 일반적인 수업 경향 

일반적인 수업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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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그룹활동 

출 처 . The assessment of pupi1s’ ski1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2002) 

학생들 간의 그룹 활동에 대해서는 약 30% 정도의 학생이 수업시간의 반 정 

도 혹은 대부분의 수업시간에 이루어진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그룹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왜덴의 경우는 44.9%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그룹 

활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비록 교사와 

전체 학생간의 의사소통 기회에 대한 자료만이 가능하지만，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수업이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의 영어교육에서 대두되고 있는 관점， 즉 학생들의 수업참여 기회 

의 확대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교사중심의 수엽은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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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향상을 고려한 수업 형태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림 2>는 수업 중 교사가 전체 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영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수업 중 ‘교사와 전체 학생 사이’ 영어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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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The assessment of pupils' skil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 

전체적으로 볼 때 교사가 전체 학생을 상대로 이야기블 할 때는 평균 77.7% 

의 학생이 교사가 수업시간에 영어를 자주 혹은 거의 항상 사용한다고 응답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교사가 영어를 사용하는 정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 

해 아주 높은 편이다. 교사가 수업 중에 영어를 거의 항상 사용한다는 응답 

이 약 65%에 이를 만큼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도 영어사 

용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영어 사용의 

정도가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전체적인 영어수업이 교 

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교사가 영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 

에게 음성언어에 대한 충분한 입력을 제공해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수업시간 중의 교사의 영어사용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종류의 

영어능력 평가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프랑스의 

경우 교사가 수업시간에 영어를 사용하는 바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영어능력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점은 

교사의 영어사용이 영어능력에 대한 부분적인 답만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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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그림 3> 수업 중 ‘교사와 개별 학생 사이’ 영어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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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The assessment of pupils' skil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 

<그림 3>은 수업 중에 교사가 개별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영 

어를 사용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멘마크에서 가장 높은 영어사용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으며(약 67%), 그 다음으로 스페인， 노르웨이 그리고 스혜멘에서 

영어사용 비율이 높다. 그러나 네덜란드， 핀란드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교사 

가 개별 학생을 상대로 할 때는 영어사용의 정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전체적 

으로 볼 때는 약 39% 정도의 수준으로 교사와 개별 학생간의 대화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4>는 수업 중 학생들 간의 그룹 활동에서 영어 사용의 정도를 보여주 

는 것이다. 멘마크(약 42%), 스왜멘(약 44%), 노르웨이(약 42%) 그리고 핀란 

드(29%) 등에서 영어사용의 정도가 높은 편이며， 네멀란드(약 10%), 프랑스 

(약 12%) 그리고 스페인(약 16%)에서는 그 정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전체적 

으로 볼 때 그리고 일반적인 영어수업의 경향이 교사중심임을 고려할 때 유 

럽의 국가에서도 그룹 활동은 빈번하게 일어나지 못하며， 그룹 활동이 진행 

될 때에도 그렇게 높은 정도의 영어사용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Kaplan과 Baldauf, Jr. (l 997)이 지적하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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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룹 활동의 활성화와 목표언어의 사용이라는 요구조건과는 차이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4> 수업 중 ‘그룹 활동’에서 영어 사용 비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수업 중 ’그룹 활동|에서의 영어 사용 비율 

S거의 항상사용함 

n자주사용함 

이 1二 
λ)，.'-

10% 

0% 

l아주드물게사용함 

짧전혀 사용하지 않음 

네덜란드 프랑스 스폐인 핀란드 덴마크 스돼덴 노르돼이 

출 처 The assessment of pupils' skil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업시간의 영어사용 정도와 양상이 국가마다 다 

양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의 영어사용 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유럽 국가들 간 

의 영어능력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유럽의 교실 상황을 우 

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수업시간 중 교사의 영어 사용정도를 영어능력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변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수업시간 중 비록 교사 중심이긴 하지만 영어가 많이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교실 상황은 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병민(미발표 논문)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업시간 중 영어노출경험에 대 

한 조사에서 수업시간 중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된 경험이 극히 적다는 결과 

를 보여주고 었다. 그는 대학생 8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와 내국인 영어교사를 통한 구어영어의 

노출 시간을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의 결과에 따트면， 조사대상자 중 58%가 

원어민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 노출의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50% 이상이 내국인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노출의 경험이 전혀 없 

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노출이 있다고 웅답한 학생들도 노출 시간이 극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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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실 상황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영어교사에 대한 조사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먼저 2001 년 동아일 

보의 한 기사에 따프면 서울 지역에서 전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영어교사는 약 7.9% 밖에 되질 않는다. 이 조사는 초등학교 교사 증 11.7%, 

증학교 교사 증 3.9%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 중 약 2.9%만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조사(이후남， 2001)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현직 교사 약 67 ，464명 

의 영어교사 중 약 7.5%만이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 

다. 이와 같은 조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파 교사에 대한 자료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교실상황에서는 

영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경향은 유럽과 우리나 

라의 전반적인 영어능력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사의 영어사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며， 네덜란드에서는 교사의 영어사용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럽 국가들 간의 영어능력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수업 중 영어사용 

의 정도라는 변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4) 수업자료 

<그림 5>는 교과서 이외에 수업시간에 이용되는 자료의 종류와 정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에서 제시되는 수업자료에 대한 내용은 수업에서의 영어활 

용도와 마찬가지로 유럽 8개국의 영어능력 평가에 대한 보고서에 근거를 두 

고 았으며，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로써 수업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과서이외에 영어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자료는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제시된 자료이외의 다른 자료는 수업시간에 거의 사 

용되지 않고 있다. 비디오， 컴퓨터， 그리고 신문， 잡지 등을 수업시간에 이용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디오 카세트의 경우 전체 

학생의 약 70%가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할 만큼 수업시간에 많이 이용되는 

수업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독( extensive reading)을 위한 책의 사용은 비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수업시간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약 44.6%). 특히 프랑스와 멘마크에서 영어 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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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업자료의 이용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역사 학생들의 응답과 유사한 경향 

을 보여준다. 설문에 응한 전체 교사의 응답에 의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업자료로는 영어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오디오 카세트의 사용(전체 약 

80% / 종종， 35%, 매우 자주 44%)과 책(약 35% / 종종 27%, 매우 자주 8%) 

의 이용이 두드러지게 많은 비중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응 

답과는 다른 점은 교사들은 직접 제작한 자료를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점 

이다. 전체 교사 중 35%가 직접 제작한 자료를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거의 항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1%에 이픈다. 

<그림 5>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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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The assessment of pupils’ skil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 

이와 같이 수업자료에 관해서는 유럽과 우리나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교과서이외에 다른 책을 많이 읽은 다는 

점은 유럽 영어교육의 한 특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이는 읽기 활동이 수업활동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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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영어교육이외의 영어 접촉 가회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경우 가장 특징적인 양상은 수업이외에 영어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유럽의 영 

어교육 현황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학생들이 수업이외의 시간에 영어와 접 

촉할 수 있는 기회룹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6>은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는 영어습득의 경로와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6>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들의 영어 학습에 기여하는 정도 

를 약 57%로 인식하고 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큰 차이는 없어 보 

이며， 스페인의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을 보다 증요하게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디-(약 63%). 이와 같은 해석은 스페인의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한 영어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주로 네덜란드， 멘마크， 스웨멘 그리고 노르혜이에서는 미디어의 사 

용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표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국가 별 영어교육 현황에 대한 평가에 따르 

면 프랑스에서도 학교수업시간이외에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 

물다고 보고되 고 있다(The assessment of pupils' skil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 2002). 

<그림 6> 영어습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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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는 부모 혹은 친구와의 의사소통， 국외여행， 책， 그리고 신문과 잡지 

등을 의미한다. 

출 처 : The assessment of pupils' skil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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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경향은 학교수업과 미디어의 관계가 서 

로 상보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수업이 영어학습의 경로로서 비중 

이 높으면 미디어의 사용이 낮으며， 미디어의 사용이 높으면 학교수업이 영 

어학습의 경로로서 비중이 낮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언어가 학습되는 

속도와 기간을 고려할 때 학교수업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학습결과를 기대하 

기 어 렵 다는 Kaplan파 Baldauf, J r. (1997)의 지 적 과도 일 치 한다. 

유럽 8개국의 영어능력에 대한 평가는 시험점수의 비교와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과 더불어 각국의 영어교육 환경과 시험점수의 결과를 

분석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별 시험결과의 해석에 따르면， 미디어 

를 통한 영어와의 접촉이 시험 결과와 긍정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 다(The assessment of pupils’ skil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 
2002). 즉 스왜멘， 네덜란드， 핀란드， 그리고 노프왜이 등이 영어 TV와 라디 

오 프로그램의 시청과 청취가 시험점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을 지적하고 었다. 특히， 네덜란드는 국가공영 방송에서 다양한 영어 프로그 

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영어로 제작된 영화의 경우 자막 없이 방송함으로써 

학생들이 영어를 접하고 학습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네덜란드에서는 학생들의 30%가 자막 없는 

BBC방송을 시청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스웨멘，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등 

의 국가들도 영어로 된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스페인은 학교 밖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특히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과는 다르게 영어로 된 TV 

와 라디오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영어 수엽이외의 방법으로 영어습득의 기회를 많이 가지는 국가， 즉 네덜란 

드， 덴마크， 스웨멘 그리고 노르웨이 등에서 어떤 종류의 미디어를 주로 이 

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7>은 상대적으로 미디어를 통 

한 영어 접촉의 기회가 많은 네 국가에서 학생들의 미디어를 통한 영어 접 

촉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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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디어를 통한 영어접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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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The assessment of pupi1s' skills in English in eight European countries 

<그림 7>과 같이 네 국가에서 학생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영어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요인이 영어 시험 

결과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유럽의 영어교육 환경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영어 학습 환경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영어를 제2언어 

로 학습하느냐(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혹온 외 국어 로 학습하느냐 

(EFL; English as a F oreign Language)에 대한 구분이다. 전자의 경우는 영어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영어가 교육， 경제 그리 

고 정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에 속하며， 후자의 경우는 영어가 

내부사회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학교수업이외의 상황에 

서는 영어에 접촉하거나 사용할 경우가 없는 환경을 의미한다(Richards와 

Schmidt, 2002). 이와 같은 영어 학습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은 EFL 상 

황이 아니라 오히려 ESL 상황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은 우리나라와 같이 Kachru가 제시한 영어사용국가 중 확장그룹에 속하 

지만 그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수업이외에는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 

회가 거의 전무한 극단적인 EFL 영어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ESL 영어학습 환경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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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특히 네덜란드， 덴마크， 스워l 멘， 핀란드 그리고 노르왜이 등은 

내부 사회에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영어릎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수업 이외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Phillipson(1992)의 지적은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왜멘과 같은 북유럽권의 국가들은 EFL에서 ESL 

로 변화하고 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끈거로 그가 제시하는 것은 

먼저 이들 국가에서는 영어가 교육과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많은 대학에서 영어교재가 사용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업을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적이며， 학술대회가 영어로 진행되고 학술지는 

영어로 발간된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회사 내에서 의사소동윤 위한 언어로 

영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 ESL 환경과 유사하다는 근거로 

Phillipson이 지적하는 두 번째 현상은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 

한다. 즉 미국과 영국에서 제작된 많은 TV 프로그램이 자막 없이 방송되고 

신문에서 영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등 사회에서 영어가 두드러지게 이 

용되고 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북유럽권의 국가에서는 영어가 외국어라 

기 보다는 제2언어 로 여 겨 질 수 있다(Phillipson， 1992). 

또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 가지는 인식도 유럽이 가지는 독 

특한 영어학습 환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유럽 전체 인구의 약 41%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영어를 알고 

있으며， 75%가 영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Europeans and languages, 

Eurobarometer Report 54). 따라서 국가 간의 교류가 자유롭고 빈번한 유럽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영어가 내부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 

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었다. 

w. 시사점 

이상에서 유럽 8개국의 영어교육 현황과 각 국의 영어능력을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보았다. 특히 네덜란드， 핀란드， 스혜덴， 덴마크 그리고 노르왜 

이와 같은 국가들은 우리나라 그리고 같은 유럽의 국가들인 프랑스와 스페 

인보다 영어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특정에서 

그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조사내용에 따르면 유럽과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서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교육시간， 수업시간의 영어사용 정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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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교수업이외의 영어룹 접할 수 있는 가회 등이었다. 그러나 교육시간과 

수업시간의 영어사용 정도는 유럽 8개국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차이룹 보 

여주는 데에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유럽 국가들 간의 차이를 설 

명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그리고 만족스러운 척도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수업이외의 영어 접촉 가회의 정도는 유럽 8개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유럽 8개국 사이의 차이플 설명할 수 있는 

비교적 구체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 8개국의 영어교육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의 영어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해보면 다음파 같다. 먼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에서는 학교수업만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어교육 성공여부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교교육에 

떠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학교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라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될 수 있는 변화가 최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 영어마을과 

같은 학교수업이외에 영어블 접할 수 있는 기회룹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사회적 관섬 

을 유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영어학습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영 

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서 영어학습자에게 학교수업이외의 공간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Kaplan과 Baldauf Jr.(1997)는 방학 중의 영어집중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집 

중적으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방법이라고 제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규 학기 중에는 다른 과목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리고 영어수업 시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학과 같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기간을 이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방학을 이용하는 영어집중 프로그램은 학교와 사회에서 각각 혹은 공 

동 책엄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학교수업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의 양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극단적인 EFL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는 학교의 영어교육이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따라서 교육시간의 양은 영어능 

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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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무조건 많은 교육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룹 가져오 

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의 양이 제한 

적임을 감안한다면 주어진 교육기간 내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시간을 배분하 

는 가가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병민(2003)은 EFL 영어학습 환경에서 시 

간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면서 분산방식의 교육보다는 집증방식의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한학성 (2002) 역시 집중교육 방식을 제안하면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의 시작시기를 3학년에서 5학년으로 늦추 

고 교육 횟수를 1주일에 3-4회로 확대하여 고등학교 1 학년까지 집중적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을 주장 

하고 있다. 유럽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의 시작 시기는 영어능력을 결 

정하는 주요 변수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수업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이 영 

어에 노출되는 양을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학교수업 시간에서 영어 접촉 기회와 관련이 었다. 학교수업이외 

에 영어에 노출 될 수 있는 정도가 유럽과 우리나라의 영어능력의 차이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학교수업이 중 

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학교수업이외에 영어를 접촉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역으로 학교수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영어교실에서는 영어사용이 많이 

부족하며， 따라서 제한된 수업시간 그리고 외부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 

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업시간에 최대한 영어입력에 의한 노출 

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조기영어교육의 문제， 즉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 

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 결과에 바 

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럽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는 영어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조기 

영어교육이 충분한 영어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되는 것이라 

면 교육과정 내에서 영어 과목의 비중， 시간의 효율적 배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수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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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금은 유럽의 특정 국가들의 영어능력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 이유룹 학교수업의 양상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유럽 8개국의 영 

어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영어교육이 성공 

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들 국가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교육환경 

이 ESL 영어학습 환경에 가깝다는 점이다. 영어교육에서 공교육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학교 외부의 역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는 점에서 이와 같은 교육환경의 차이는 유럽과 우리나라의 영어능력의 차 

이를 설병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파 학교 밖의 역할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는 주어진 교육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 

구되어 실행되어야 하며， 정규교육과정이외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흔히 영어교육환경을 논의할 때 사용되는 ESL과 EFL의 이분법 

적인 논의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유럽과 우리나라는 영어를 외국어로 인 

식하고 배우지만 실질적인 양상은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 

교육환경에 대한 구분은 학습자가 처한 고유의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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