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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1 first emphasize that Englìsh cannot be a first or second 
language in Korea. For Koreans learning English in Korea, English can only 
be a foreign language. Given this, the proper role model for our English 
education should be such countries where English ís treated as a foreígn 
language and still most of the people have basic communícative cornpe
tence in English. Denmark is such an example. Denmark about 100 years 
ago, however, had most of the problems that Korea now has with respect 
to English education. It was Otto Jespersen that reforrned foreign language 
teaching in this country in such a way that Denmark is currently one of 
the best English-speaking nations in the world.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cess of the reform of 맘1밍ish education in 많nmark and Otto Jespersen’s 
influence on it. 

1 compare the past and present of English education in Denmark. Then 1 
summarize the process of the reform of English education in this country. 
After that 1 look into Jespersen’s role in the process and illustrate 
Jespersen’s key tenets in the reform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Finally, 
modeling on Denmark’s case, 1 discuss what are most urgently needed for 
the reforrn of our own Englis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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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에게 영어는 모국어(native language)가 될 

수 없다. 모국어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적정 시기에， 적정 기간 동안， 적정 언어 

환경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이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영어 교 

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또한 달라야 한다. 

*본 연구는 2001학년도 경회대학교 교비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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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우리에게 제2 언어(second language)도 될 수 없다. 영어가 우리에게 

제2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처럼 일상 생활에서 영어가 사용되 

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영어는 오로지 교실 내에서 인위적으 

로 학습되는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영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환경과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교사를 전제로 하는 ESL(Eng1ish as a second language) 방 
식의 영어 교육도 우리 실정에 그대로 들어맞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어 교육괴 관련해 역할 모델(role model)로 삼올 나라 

는 미국이나 영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 

냐 하면 그 동안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은연중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영어 습득이 

나 영어 교육을 모방하려고 애써 왔으며， 이른바 영어 교육 전문가 대부분이 그 

곳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영어 교육을 역할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역할 모텔에 의지해 

주도해옹 영어 교육이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에게 영어는 어쩔 수 없이 외국어이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영어 

교육과 관련해 역할 모텔로 삼아야 할 나라는 영어를 외국어로 대하면서도 국민 

들 상당수가 영어를 별 불편 없이 구사하는 나라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나 

라들의 대표적인 예가 덴마크와 네덜란드이다. 특히 멘마크는 자국민들끼리의 대 

화에서는 자국어를 사용하며， 거리 간판이나 도로 표지판에도 자국어만을 표기하 

는 등， 철저하게 영어를 외국어로 취급하면서도 수준 높은 영어 교육으로 인해 

국민들 대부분이 영어로 기본적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덴마크는 우리 

의 영어 교육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덴마크의 영어 교육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려 

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멘마크에서도 약 100여년 전까지는 현재의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입시 

위주의 영어 교육， 문법 번역식 영어 교육으로 인한 병폐가 만연되어 있었다. 이 

를 말 중심의 영어 교육， 의사 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으로 개혁한 것이 오토 예 

스퍼슨(Otto Jespersen, 1860-1943)이다. 흔히 영문법 학자로만 알려져 있는 예스 

퍼슨이 단지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멘마크의 외국어 교육을 혁신하여 이 

론과 실제를 접목시킨 본보기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 영어학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본받아야 할 역할 모텔을 새로이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멘마크 영어 교육 개혁의 과정과 이에 끼친 예스퍼슨의 영향을 고찰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멘마크 영어 교육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 보고， 덴 

마크 영어 교육 개혁의 과정을 살펴본 후， 멘마크 영어 교육 개혁 과정에서의 예 

스퍼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영어 교육 개혁에 대한 예스퍼슨의 

기본 사상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멘마크의 경우를 거울 삼아 우리나라 영 

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취해야 할 기본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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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마크 영어 교육: 현재와 과거 

2.1. 오늘날 멘마크 영어 교육의 성과 

댄마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학교 영어 교 

육 외의 사교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댄마크 학자들은 멘마크 국민 대부분이 9학년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 

에 해당)을 마치면 일상적 대화에서 영어로 의사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1) 이는 6년간의 공교육만을 통해서 국민 대부분이 기본 

적 영어 구사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극단적 고비용 저효 

율 구조의 영어 교육 현실과 비교하면 경이로운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덴마크의 성공적 영어 교육의 성과는 95년 하반기부터 98년 상반기 

까지의 3년간 토플 성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 95-98년 멘마크 평균 토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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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은 기간 동안 멘마크의 평균 토플 성적은 606점으로 비영어 사용국 중 세 

계 2위의 출중한 영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2) 

1) 멘마크 코펜하겐 대학 영문과의 Birgit Henriksen 교수와 덴마크 왕립 교육대학원의 Kirsten Haastrup 
교수와의 개인직 의사 교환 

2) 이 기간 중 1위는 모두 네덜란드가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평균 토플 성적 상위 JO개국은 다음 
과같다. 

순 위 국 가 평균점수 

네 덜 란 c 612.7 

2 멘 마 크 606.3 

3 벨 기 에 600 

4 싱 가 포 E 599.7 

5 룩 셈 7 닙- E 크 598 

6 오 A .s 리 。} 597 

7 핀 란 -'=- 595 

8 모 리 셔 /‘ 594 

9 독 일 593.7 

JO 남 아 공 화 국 592 

참고로 이 기간 중 한국의 평균 토플 성적은 519점 이었다 네덜란드의 순위가 l위인 것에 주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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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방식으로 시험 방법이 변경된 이후에도 멘마크는 여전히 최상위권의 영 
어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2) 99-01년 멘마크 CBT 평균 성적3) 

평균 CBT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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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따라서 영어 교육에 관한 한， 오늘날 댄마크는 네덜란드와 더불어 세계 최상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4) 

덴마크보다 네덜란드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l차적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네덜란드의 영어 교육도 충분히 참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영어 교육 
개혁 과정에 대힌 지료를 입수하기 어려웠고， 또 예스회슨과 같은 개혁 주도 인불이 없어 본 연구의 
중심 주제로 상지 못하고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3) 98-99년 1 ，2위는 257점의 남아공화국과 256점의 네덜란드가 차지하였으며 ， 99-00년 1，2위는 259점의 
네덜란드와 256점의 룩셈부르크가 각각 차지하였다 또한 이 기간 중 한국의 평균 CBr 성적은 
98-99년 198점， 99-00년 200점이었다 이 기간 중 명균 CBr 성적 상위 107>>국은 디음과 같다 

순 위 국 가 평균징수 

l 너| 덜 란 c 257.5 

2 덴 마 크 255 

3 모 리 셔 /‘ 254 

4 싱 가 포 긍 253.5 

4 룩 셉 -닙「 E 크 253.5 

4 」디} Of ð 효} 국 253.5 

7 벨 기 에 251.5 

8 오 /‘ E 리 of 250.5 

9 핀 란 E 249.5 

10 독 일 249 

4) 영어에 대한 댄마크인들의 자신감은 코펜하겐 대학이 외곽인 유학생들올 위해 발행한 대학 안내서 
(Universic y o( Copen lwgen Study Abroad Gu ide. 2000-2001, p.24)의 다음 부분에서도 엿볼 
수 있다 

Please do Ilol hesitale lO inquire abolll direclions: Everyone spea ks Englishl 

이와 같이 멘마크 영어 교육이 성공하고 있는 요인으로서는 @ 덴마크 곽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 
어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mOl i va lion)， CZl 텔레비전 둥올 통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영어 왼음에의 
노출 및 @ 영이 교사들의 높은 자질 동올 들 수 있다 (Birgit Henriksen 교수와 Ki rSlen Haaslrup 교 
수와의 개인적 의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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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세기말까지의 멘마크 영어 교육의 실태 

2.2.l. 18세 기 멘마크 영 어 교육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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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ørensen에 따르변 (p.29), 18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멘마크에 영어와 영문학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셰익스피어 등의 영문학 작품이 덴마크인들의 관심 

을 끌게 된 것은 1750년경부터로， 당시 덴마크인들은 이들 작품을 영어로 읽 

은 것이 아니라 독일어 번역본을 덴마크어로 중역한 것을 주로 읽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댄마크에 영어 교육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5) 

이후 무역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영어 학습 및 교육에 대한 필 

요성이 대두되자， 1780년대 코펜하겐에 무역업 지망생들을 위한 중등학교가 2개 

교 개설되고， 여기서 영어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영어의 지위는 현 

대 외국어 중 독일어， 불어에 이은 3번째에 불과하였다. 

2.2.2. 19세기 덴마크 영 어 교육의 실태 
19세기에 들어오} 영어 교육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실질적 교육은 별로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영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택 과목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자 

격 있는 교사의 태부족으로 일반 인문계 학교(grammar school)에서는 극소수에 

서만 가르쳤다. 

멘마크에서 영어가 본격적으로 교육되기 시작한 것은 1871년의 학교법(School 

Act)에 의해서이다. 이 법에 의해 문과와 이과가 구분되고， 영어가 문과의 필수 

과목이 되었다. 즉 멘마크에서는 19세기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영어가 공교육 

과정을 통해 광범위하게 교육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 시기에도 멘마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어는 희랍어， 라틴어， 독일어， 불어였고， 여전허 영어의 지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당시의 영어 교육은 전형적인 글 중심의 문법 번역식 교육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Jespersen, 1904; Sørensen, 1989; Juul & Nielsen, 

1992; Howatt, 1999). 

(3) 19세기 덴마크 영어 교육의 문제점 

1. 글 중심 교육으로 말로서의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2. 라틴어 문법에 꿰어 맞춘 문법 위주의 교육 
3. 번역 연습 위주의 교육 

5) 당시 덴마크 내에서 유일하게 영어 교육을 실시하던 곳은 해군 사관 학교였다. (Kabell 뻐d Lauridsen, 
p.146) 

6) Sørensen에 따르면 (p.33), 당시 많은 영어 교사들이 말로서의 영어 교육에 거부감을 가졌다고 하 
는데， 일부는 수업 시간에 목표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해롭기까지 하다고 강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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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적 암기에 의존7) 

5 작위적 예문 사용으로 살아있는 영어 습득 곤란 
6. 입시 위주의 교육 

한학성 

이는 기본적으로 사어인 라틴어 등의 고전어 학습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어 교육 

이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언어로서의 영어 교육， 말 중심의 영어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와 같은 벤마크 영어 교육의 문제는 1864년 당시 수상이었던 D. C. Monrad 
가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일부 지방 소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는 영국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이상한 종류의 영어라고 지적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Juul & Nielsen, 1992, p. 101). 
또한 1872년과 1874년 두 차례 멘마크를 방문한 영국인 Edmund Gosse의 다 
음과 같은 촌평도 당시 멘마크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히 

“학장의 영어는 일상적 접촉올 통해 배운 것이라기보다는 문학 공부를 통해 

배운 것임이 분명했다. 다시 말해 그의 어휘 능력은 대단했으나， 관용적 표현 

에 대한 지식은 미약했다. 그 결과 그의 영어에서는 육중한 고어투 어휘가 유 

치한 수준의 문장과 희한한 조합을 이루었다 

3. 덴마크 영어 교육 개혁의 과정 

3.1. 19세기말 유럽 및 댄마크 외국어 개혁 운동의 단초 

19세기말은 유럽에서 외국어 교육 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Howatt, p. 169f). 이러한 개혁 운동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독일인 Viëtor의 
1882년 논문인 “Der Sprachunterricht muss umkehren"(외국어 교육 개혁을 
촉구함)이었다. Quousque Tandem9)이라는 필명으로 발간된 이 논문에서 Viëtor는 

말 중심의 외국어 교육， 음성학을 활용한 발음 교육， 자연스러운 예문 사용， 귀납 

7) Sørensen에 따르변 (p.32), 1830년경의 코펜하겐 해군 사관 생도들에게는 12,000 단어에 대한 암기 
가요구되었다고 한다. 

8) Sørensen p.40 주석 10에서 재인용. 
이는 영어와 유사한 구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댄마크인틀도 영어 교육이 개혁되기 이전까지는 영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지 언어의 유사성 때문에 멘마크 영어 교육이 성공하 
고 있을 것이라는 상식적 추론에 반층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언어가 유사해도 교육 방법의 개혁 
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언어 구조가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방법의 개혁이 훨씬 더 중요 
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9) 키케로의 Quousque tandem abutere, Catilina, patientia nostra? (How long wil\ you abuse 
our patience, Catiline?)라는 문장의 첫 두 단어를 딴 것으로 구태의연한 외국어 교육올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느냐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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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법 교육 등을 주장하였다. 

이어 멘마크에서는 독일인 Felix Franke의 1884년 논문언 “Die . praktische 
Spracherlemung a따 grund der Psychol，맹e und der Physio1땅e der Sprache" 
{언어 심리학 및 생리학에 의거한 실용적 외국어 교육}를 예스퍼슨이 멘마크어로 

번역하면서 외국어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다 (Jespersen, 1904, p.l). 이 책에서 
Franke는 후에 직접교수법(Direct Method)이라고 알려지게 되는 외국어 교수법 

을 옹호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어도 모국어와 유사한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 

다는 주장을 폈으며， 말 중심의 외국어 교육， 외국어 학습에서의 문화의 중요성 

등을 역설하였다. 

3.2. Quousque Tandem 결성 

1886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3회 스칸디나비아 언어학자 대회에서 

멘마크의 예스퍼슨， 노르웨이의 Westem, 스웨멘의 Lundell 3사람은 스칸디나비 
아 외국어 교육 개혁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이 모임을 1882년 Viëtor가 필명 

으로 사용한 바 있는 Quousque Tandem이라고 명명하였다. 

3.3. 1903년의 교육 개혁 

1903년의 학교법에 의해 현대 외국어가 중등 교육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라틴어， 희랍어 등의 고전어 교육이 축소되고， 영어와 독일어 등 

의 현대 외국어 교육이 강화되게 되었다)이 

이후 멘마크에서는 영어 교사 훈련 방법이 개선되고 재교육이 강화되어， 1930 
년대에 이르면 예스퍼슨이 지적하는 것처럼 영어 교사들의 자질이 현저히 향상되 

게 되고11)，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성공적인 영어 교육이 수행되게 되었다. 

4. 벤마크 영어 교육 개혁과 예스퍼슨의 역할 

오늘날과 같이 멘마크 영어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혁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 

행한 인물이 예스퍼슨이다 (Bodelsen, p. 18이* 그는 일련의 저술을 통해 댄마크 
외국어 교육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러한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영어 교과서를 집필하여 학교 현장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올 끼쳤다. 또한 

1903년의 교육 개혁 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데 결정 

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영어 교사 연수를 통해 멘마크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이 

10) Bodelsen에 따르면， 이는 주로 예스퍼슨의 열성 때문이었다고 한다. 

11) Juul와 Nielsen(1992)에 따르면， 예스퍼슨은 자신의 1901년 저서 Sprogundervisning의 개정판을 
1935년에 출간하면서 이와 같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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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4.1. 저술을 통한 개혁의 원칙 및 방향의 제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스퍼슨은 동년배이며 외국어 교육 개혁에 의견을 같이 

하는 독일인 Felix Franke(1860-1886)의 1884년 논문을 멘마크어로 번역하여 덴 
마크 외국어 교육 개혁의 단초를 마련한 후， 1886년 스톡홀름에서 스칸디나비아 

외국어 교육 개혁을 위한 모임인 Quousque Tandem을 결성하였다. 그후 얼마 
안 되어 외국어 교육 개혁안을 담은 논문인 “Den ny Sprogundervisnings 
program"(새로운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Sørensen(1989)과 Juul과 Nielsen(1992)에 따르면 예스퍼슨은 이 논문에서 말 

중심의 영어 교육과 이를 위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정확한 발음 

교육을 위한 발음 기호 체계의 확립 및 사용올 주장하였다. 또 그는 암기 위주의 

문법 교육을 반대하고 문법 규칙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귀납적 문법 

교육을 옹호하였으며， 문법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작위적이고 단편적인 예문 대 

신 문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텍스트를 학습 초기부터 사용할 것을 주장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번역의 최소화를 주장하고 목표어 자체를 통한 외국어 

습득을강조하였다. 

그는 이 러 한 생각을 확장하여 1901년 Sprogundervisning(외국어 교육)이 라는 

제목의 저서로 출간하였으며， 멘마크어로 된 이 책은 1904년 How to Teach a 
Foreign Language라는 제목으로 영역 출간되어 덴마크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외국어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예스퍼슨은 멘마크어로 된 1901년 

저서에 대한 개정판을 1935년에 출간하였다. 

4.2. 영어 교과서 집필 

예스퍼슨은 이렇게 논문 및 저서를 통해 영어 교육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영어 교과서를 개발 

해 내어 멘마크， 영어 교육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는 멘마크 영어 교육 개 

혁의 방향을 제시한 1886년 논문을 발표한 이후 자신의 논문에서 주창한 원칙에 

입각한 영어 교과서 집필을 위해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는데， 박사 학위 취득 동 

으로 이 작업이 지연되다가， Christian Sarauw(1865-1925)와 공동으로 초급자용 
영어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1895년과 1896년에 두 권으로 출간된 이 영어 교과서는 즉각적으로 호평을 받 

게 되고 (예스퍼슨 영역 자서전 p.102), 이후 거의 모든 덴마크 학교에서 채택된 
후 여러 세대가 이 교과서로 영어에 입문하게 되어 이 책들은 상당 기간 동안 덴마크 

생활 양식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었다 (Christophersen, 1972, p. 7; Christophersen, 



덴마크 영어 교육 개혁과 예스퍼슨 373 

1989, p. 1; Bodelsen, p. 179).1잉 
이 책은 그 후 1898년 및 1899년 네덜란드어판으로도 출간되어 이웃 나라에까 

지 영향을 미쳤다. 

4.3. 교육 개혁 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 

1903년의 교육 개혁 법안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예스 

퍼슨은 현대 외국어가 교과 과정의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데 주도적 역 

할올 하게 된다 (예스퍼슨 영역 자서전， p. 118; Bodelsen, p. 181). 특히 영어와 
독일어 교육이 강화되어 중등 학교 이전부터 이들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 

었는데， 예스퍼슨은 이들의 수업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라틴어와 희랍어의 수업 

시간을 축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3) 

4.4. 영어 교사들의 연수로 교사들의 자질 향상에 기여 

오늘날과 같은 학습 보조물이 거의 없었던 당시의 상황으로는 외국어 교육의 

성패가 교사들의 자질에 대부분 좌우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경우에 

도 상당 부분 마찬가지이다 (Christophersen, 1994, p. 28). 예스퍼슨은 1893년부 
터 1925년까지 30년 이상 코펜하겐 대학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수를 통해 

당시의 모든 중등 영어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odelsen (p. 189) 
은 이 때문에 덴마크 영어 교육의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평가한다)4) 

12. Christophersen (1989 p. 1)은 1989년 글을 쓰던 당시의 관점에서 거의 100년전에 최초 출간된 이 
책을 보아도 여전히 놀랄만큼 현대적인 접근 방법올 사용했다고 펑하고 있다. 멘마크 왕럽 교육대학 
원 교수를 지낸 Arne Juul 교수와의 개인적 의사 교환에 의하면 1935년생인 자신이 1946년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예스퍼슨의 교과서로 배웠다고 하니 최소한 1940년대말까지는 이 교과서가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코펜하겐 대학의 Jørgen Erik Níelsen 교수와의 개인적 의사 교환에 따르연， 
이 책은 1960년대까지 계속 출판되었다고 하며 따라서 1960년대까지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있다. 

13) 예스퍼슨은 라틴어를 뻐꾸기에 비유할 정도로 라틴어 교육 (특히 조기 라틴어 교육)에 부정적 견해 
를 갖고 있었다. 그의 영역 자서전에는 라틴어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p.1l6). 

“라틴어는 둥지 속의 뻐꾸기처럼 우리의 학교 마당에 틀어와서는 귀중한 시간을 너무나 
많이 잡아먹는다. 이 라틴어를 단호하게 퉁지 밖으로 내쫓아서 그 결과 남는 시간을 먹이를 
더 달라고 지저귀는 우리 새끼들의 부리에 물려주어야 한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한자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4) During a generation all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of English received their training 
under his auspices and under his direct influence, and this resulted in an enormous 
improvement of the standard of teaching in the sch。이s. (Bodelsen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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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어 교육 깨혁에 대한 예스퍼슨의 기본 사상 

5.1. 의사 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 

예스퍼슨은 외국어 교육의 기본 목표를 외국과의 직접적 의사 소통(direct 

communication with other nations, Jespersen, 1904 p. 10)에 었다고 보았 

다)5) 따라서 외국어 학습도 유의 미 한 의사 소통(sensible communication, 같은 

책 p.ll)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업 현장에서 최대 

한 목표어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2. 발음 교육 중시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 예스퍼슨은 특히 정확한 발음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1886년 논문에서 그가 최초로 외국언을 대변했을 때， 

자신의 의사를 이해시키는 것뿐 아니라 원어민의 발음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음을 

상기하면서 (Juul & Nielsen, 1992, p. 94)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올바른 발음 교육을 위해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일관성 있는 발음 기호 체 

계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영어 철자와 실제 발음 간의 괴리에서 오는 문 

제점을 극복하고， 또 당시 통용되던 발음 표시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발음 기호 체계의 확립을 대단히 중요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하나의 

발음 기호가 하나의 소리만을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 (즉 발음 기호와 소리 간의 

1:1 대응 원칙)과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호를 도입하여서라도 영어 소리를 모국어 
인 멘마크어 소리와 연관시키는 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웠다. 

그는 외국어 학습 초기에는 철자법으로 인한 혼동을 막기 위해 일반 철자 대신 

발음 기호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외 

국어 교육에 발음 기호를 활용해야 한다는 그의 특정적 주장 때문에 그의 교수법 

을 발음 기호 교수법(phonetic transcription method, Jespersen, 1904, p. 2)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6) 

아울러 그는 발음 교육을 위해 음성학 지식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기 

15) 예스퍼슨은 first-hand 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도 사용함 (Jespersen, 1904, p. 9). 

16) 이 명칭올 예스퍼슨 자신은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Jespersen 1904 p.2). 혹자는 발음 기호 
사용올 강조하는 예스퍼슨의 입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당시는 원어민의 
발음을 소개할 수 있는 문병의 이기가 활용되기 이전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음성 
기호 퉁이 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스퍼슨은 이 논문이 발표된 해인 1886년에 결성된 
국제 음성 학회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올 수행한 사랍 중 하나이다)， 원어민이 직접 가르치지 않는 
한， 이는 정확한 발음을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17)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Johan Storm의 Engelsk Filologi (1879), Henry Sweet의 Handbook of 
Phonetics (1877)의 영향올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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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번역의 최소화: 목표어 사용의 극대화 및 모국어 사용의 최소화 

예스퍼슨은 외국어 수업에서 모국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목표어 사용을 극대화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목표어에 대한 노출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하였다)8) 따라 

서 그는 필연적으로 모국어 사용을 수반시킬 수밖에 없는 번역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에 따르면， 번역 중심의 외국어 학습은 모국어 번역의 내용에 

더 관심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해당 외국어에 투여하는 시간을 감소시킬 뿐 아니 

라1 목표어의 자연스러운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어를 반드시 번역에 의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번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외국어 교육의 목적이 번역 능력의 배양 

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Jespersen, 1904, p. 48), 외국어 능력과 번 
역 능력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책 p. 50). 그는 또 번역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여유 시간을 목표어로 표현하는 연습 시간으로 활용하게 

하여 목표어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목표어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번역의 효용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같 

은 책 1904, p. 71). 그러나 전체를 번역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나 (같은 
책 p.8이， 또 너무 세세한 자구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는 (같은 책 p. 82)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기본적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번역은 가능하다면 

피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5.4. 문법 규칙의 자연적 습득 

예스퍼슨은 주입식 문법 교육을 반대하고， 문법 규칙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연 

스럽게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espersen, 1904, p. 11이. 그는 특히 외국어 

학습 초기의 문법 교육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19)， 외국어 학습 초기에는 문 

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분석하지 말고， 문장 전체를 단순히 외국어 자료로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책 pp. 111-112). 그러나 그는 학습이 진전된 
이후에는 문법 교육이 유용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 문법 교육과 관련해 “연역 

적 방법에 의해 뒷받침되는 귀납적 접근"(Sørensen， p. 37)을 지지하였다. 

18) 그는 이를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물 속에 깊이 뛰어 들어야 하는 것과 마창가지라고 비유한다. 
---he must be steeped in it, not only get a sprinkling of it now and then; he must be 
ducked down in it and get to feel as if he were in his own element, so that he may at 
last disport himself in it as an able swimmer. (Jespersen 1904, p. 48) 

이는 외국어 화습에서 업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Krashen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예스퍼슨은 그러 
한 입력이 의미적으로 합당{sensible)하여야 한다고 하여 Krashen의 이해가능한 입력( comprehensible 
input) 개념과 유사한 개념을 이미 사용하였다. 

19) 그는 p.1l1에서 다음과 같은 Herbert Spencer의 글을 인용한다. 
--that intensely stupid custom of the teaching of grammar to children 



376 한학생 

문법적 오류와 관련해서 그는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가 지극히 심각할 경우에는 

정정해 주어야 하겠지만， 당면 내용과 그다지 관련이 없을 때는 오류 자체에 너 

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 (Jespersen, 1904, pp. 121-122), 외국어 학습 과정 
에서 일단 정 확성보다는 유창성을 장려하는 관점을 보였다.때 특히 그는 번역을 

포기하자 오히려 문법적 정확도가 향상되었다는 Klinghardt의 관찰을 인용함으 

로써 〔같은 책 pp. 122-123), 정확도를 위해서도 문법 번역식 교육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5.5. 교재 구성의 중요성 

예스퍼슨은 교재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교재 구성상 지켜야 

할 원칙을 설정하였다 (Jespersen, 1904, p. 23). 

CD 예문들은 의미적으로 합당하여야 하며，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 다양하며 홍미로워야 한다. 

@ 일상 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표현을 먼저 담아야 한다. 

@ 정확해야 한다. 

@ 난이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배열되어야 하나， 

단순한 문법적 난이도에 대한 지나친 고려는 피해야 한다. 

@의 원칙은 당시 특정 문법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고립 

된 예문들을 작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예스퍼 

슨은 문법 연습을 위한 예문 대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텍 

스트(coherent text)를 외국어 교육 초기부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서 사용된 난이도 개념은 주제에 의한 난이도， 언어적 난이도， 문법적 난이 

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 중 문법적 난이도와 관련해 불규칙형을 규칙형 학 

습 이후에 소개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난이도 개념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같 

은 책 pp. 36-37), 실제 모국어 화자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순서대로 소개할 것 
을 주장하였다.21) 

20) 이 점과 관련해 예스퍼슨은 다음의 두 문장올 인용하고 있다. 
It is of more importance for the pupil to talk at all than to talk correctly. (Wendt) 
Whoever wants to speak well must murder the language. (슬라브 속담) 

21) 이와 관련해 예스퍼슨은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Here, too, nature must be our guide. (Jespersen 1904, p. 37) 

이는 Krashen의 자연적 습득 순서 가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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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기계적 암기 위주의 교육 거부 

예스퍼슨은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기계적인 연습， 혹은 무조건적인 암기 대신， 

유의미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Jespersen, 1904, p. 91, p. 108, 

p. 113). 

5.7. 문화적 측면 중시 

예스퍼슨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해당 국가의 문화적 측면의 이해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는데， 영미 문화의 교육을 위해 그 자신 The England and America 
Reader라는 책올 저술하기도 하였다)2) 그는 특히 목표어 사용국에서 사용되는 

동시나 동요(nursery rhyme)에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징과 운율적 특정 이 녹아 

있다고 보아 이들을 초급자용 교과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5.8. 교사의 중요성 강조 

예스퍼슨은 외국어 교육을 개혁함에 있어 교사의 역할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그가 자신의 1904년 저서에서 교사들이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할 때를 외국 

어 교육 개혁의 보다 더 중요한 단계로 인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Jespersen, 

1904, pp. 1-2), 외국어 교육을 개혁함에 있어 교사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마찬가 
지 이유에서 그는 외국어 교육 개혁에 있어 장애 요인 중 하나로 교사의 자질 문 

제를 거론하며 (pp. 189-190), 교사들의 재교육 및 현지 연수 기회 확대 등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입시를 핑계로 구태의연한 교수법을 반복하는 교 

사들에게는 학생들을 올바로 가르치변 시험 결과도 더 좋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p. 9),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교사들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5.9. 학습 초기의 집중 교육 중시 

예스퍼슨은 많은 과목을 한꺼번에 조금씩 가르치는 일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하였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도 동시에 여러 외국어를 조금씩 학습하는 것보다 

는 학습 초기에 집중적 교육을 통해 한 외국어에 대한 확고한 틀을 마련한 후 다 

른 외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Jespersen, 1904, 

p. 185). 따라서 그는 외국어 학습 초기에는 매주 상당한 시간을 해당 외국어 학 
습에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일정한 외국어 능력이 확립된 이후에는 주 

당 시수를 줄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다. 

22) 이 책은 1903년 처음 출간되었는데， 1928년 이후에는 미국 부분을 빼고 A Britísh Reader라는 제 
목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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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무분별한 조기 교육 반대 

예스퍼슨은 바람직한 외국어 학습 개시 시기와 관련하여 확고한 입장을 피력하 

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야기되는 문제보다는 너무 일찍 

시작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였다.23) 그는 모국어 능력이 확 

고하게 자리잡은 후 외국어 학습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Jespersen, 

1904, p. 186), 무분별한 조기 외국어 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올 보였다. 
이 외에도 예스퍼슨은 오늘날 전신반웅식 교수법(TPR， p. 8이， 몰입 학습법 

(immersion program, p. 98, p. 185 주석 3), 전기능 통합 교수법(whole language 
teaching, p_ 181), 내용 기 반 교육(content-based teaching, p. 182), 학습자 중 
심 교육(learner-centered teaching, 같은 책 p. 81, p. 94) 등으로 알려 진 교수법 
의 원형을 이미 제시하였다. 

6. 우리나라 영어 교육 개혁의 방향 모색 

2.2.2.절에서 논의한 19세기 멘마크 영어 교육의 문제점은 100여년이 지난 오늘 

날 우리나라 영어 교육 현장에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5절에서 논의한 

예스퍼슨의 영어교육 개혁 방안의 상당 부분은 우리에게 여전히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 납아 있는 셈이다. 본절에서는 댄마크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024) 

영어 교육이 말 중심， 의사 소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강조 

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조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는 것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 문제의 핵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 

어 교육을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행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최대 문제인 교사 문제， 입시 문제， 그리고 학습 시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검) 다른 문제들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상대적으로 극 

복하기가 용이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23) 이를 예스퍼슨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 think 1 should be afraid to begin too early rather than too late. (Jespersen, 1904, 
p. 186) 

24) 본절에서의 논의는 덴마크의 경우를 본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논의 자체가 
지극히 당위론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다. 본절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댄마크 영어 교육의 성과를 
인정한다면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나， 본절에서 논의하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도의 심충적 연구가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므로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툴 수밖에 없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25) 예스퍼슨도 이 문제들을 덴마크 영어 교육 개혁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J espersen, 
1904, pp. 184-1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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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사 문제 

4.4.절에서 언급한 Christophersen의 말을 새삼 반복할 필요도 없이 영어 교육 

의 성패는 교사들의 자질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영어 교육이 개 

혁될 수 있는지 여부도 교사 자질의 혁신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 없는 한 우리 사회의 영어 교육 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 

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 교사의 자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사회적 결의가 있어야 한다. 

교사 문제는 예비 교사의 문제와 현직 교사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예비 영어 교사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영어 교사 양성 방법의 혁신 

이다. 즉 현행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교과 과정 및 수업 방식을 말 중심， 의사 

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 목표에 맞게끔 헥명적으로 쇄신하여야 한다. 무엿보다도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모든 수업에 “목표어 사용의 극대화 및 모국어 사용의 최 

소화”라는 대원칙이 염수되어야 한다. 그것도 교수의 일방적 강의 중심 수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교수와 학생 간의 쌍방식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수엽이 “목표어 사용의 극대화 및 모국어 사용의 최소화”라는 대원칙 

하에 질의-응답 방식이나 토론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과 과정이 실 

질적 교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현직 영어 교사의 문제와 관련하여는 기본적으로 자격 있는 교사와 그렇지 못 

한 교사를 구별하는 작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어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적정 영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현직 교사들의 적격성 여 

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 결과 기준에 미흡하는 교사들에게는 일 

정 기간 기회를 준 뒤 여전히 기준에 미흡할 때는 영어 교사 자격증을 박탈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기준을 충족하는 교사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영어 교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6) 아울러 일 

정 주기마다 적격성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여 모든 영어 교사들이 꾸준히 자질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 영어 교사들이 적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야 비로소 영어 교육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027) 

26) 이를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사 연수 제도를 혁신하여야 함은 물론， 연수 대상도 적 
정 영어 능력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로 한정하여야 한다. 

27) 최근 부전공 영어 교사 연수 제도가 연수생틀의 영어 능력에 관한 검증 절차가 전혀 없이 운영되는 
바람에 중학생 수준의 기본 어휘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영어 교사 자격증이 발급된 것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장래를 위하여 지극히 우려할 만한 일아 아닐 수 없다 (2001년 3월 7일자 동 
아일보 1면 “영어 선생님 맞아요?"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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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입시 문제 

두 번째로 100여년전 멘마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시 문제는 여전히 우리나 

라 영어 교육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입시 자체가 말 중심， 의사 소 

통 중심의 영어 교육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었 

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 대업 수능 시험에 듣기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과거에 비 

해 말로서의 영어 교육에 어느 정도 진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튿기 

문제(즉 말)의 수준이 읽기 문제(즉 글)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계로 우 

리나라 영어 교실을 충분히 말 중심으로 바꾸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읽기에 있어서도 대의를 묻는 유형의 문제가 대부분이라 {그것도 질문이나 보 

기는 한국어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음) 학생들은 해당 영어 글의 정확한 이해보다 

는 개략적 이해에 치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상당수 학생들이 영어 학습의 목표 

를 수능 문제를 푸는 요령의 터득에 두게 되어， 주어진 영어 글은 이해하지 못하 

면서도 정답을 골라내는 기이한 상황이 만연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영어 

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즉 의사소통하는 기능은 절대로 터득될 수 없으며， 

남의 말이나 글을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기능도 제대로 터득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능 시험의 듣기 문제 수준과 읽기 문제 

수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필요하다변 읽기 수준을 낮춰서라도 듣기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래야 전 교육 과정을 통해 영어 수업에 항상 소리， 즉 말이 우선 

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 

또한 듣기 및 읽기를 막론하고 영어 시험에 사용되는 지시문이나 보기는 모두 

영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28) 현재는 질문이나 보기에 우리말을 사용하는 경 

우가 많아 추측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질문 

이나 보기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답을 고를 수 없게끔 하여 진정한 

영어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어 교육 현장 

에 “목표어 사용의 극대화 및 모국어 사용의 최소화”라는 큰 원칙 이 철칙으로 자 

리잡아야 한다. 

아울러 수능 시험에 표현 기능(즉 말하기나 글쓰기)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동적 이해 기능 중심의 시험 제도로는 영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결코 기대 

할 수 없다. 여러 사정상 말하기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최소한 문장 단 

위 이상의 글쓰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29) 이래야 영어 교육 현장 

에서 표현 기능의 훈련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진정한 의사 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 

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8) 이는 영어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라는 교육부의 지칩보다도 먼저 시행되었어야 했다. 또한 이는 대 
입 수능 시험뿐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는 모든 종류의 영어 시험에 통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9) 참고로 덴마크에서는 9학년 (우리나라의 중3에 해당) 졸업 시험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 
각올 밝히는 글을 영어로 쓰도록 요구하는 문제틀이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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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시수 문제 

5.9.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스퍼슨은 영어 학습 초기에 충분한 시수를 확 

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다음의 표에서와 

같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수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7차 교육 과정상 주당 영어 수업 시수 

학 교 

학 

주당 수업 시수 I 1 

즉 우리나라는 영어 학습 개시 첫 두 해 동안의 주당 1시간부터 시직하여 2년 

주기로 주당 시수가 1시간씩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시수 할당으로는 학 

습 초기의 집중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다 특히 초등 3，4년간은 주당 1시간만 

영어 수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의 느슨한 교육으로 필요한 영어 기 

능이 제대로 연마될 수 있을지 극히 의심스럽다. 또 초등 영어 교육 4년간의 총 

수업 시수는 204시간에 불과한데， 이런 정도의 수업을 위해 굳이 4년씩이나 할 

애할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영어 학습 개시 학년은 늦추되 주당 학 

습 시간은 늘려 집중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행의 수업 시수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바람직한 주당 영어 수엽 시수3이 

학 

학 년 

주당 수업 시수 

이와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는 적정 영어 능력에 대한 기준 제시가 미흡하고 이 

를 어느 시기 동안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형편인데， 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제안한 대로 초등 영어 교육을 5학년 

부터로 미룰 경우， 고등학교 1학년까지 6년 동안 집중적 교육을 통해 기본적 의 

사 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서 단계별로 도달하여야 할 성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이 성취 기준을 

30) 참고로 덴마크에서는 초둥 4학년은 주당 2시간， 5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주당 3시간씩 영어 교육을 
시 행하고 있다 멘마크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 둥을 통하여 어련 시절부터 광범위하게 영어에 노출되 
어 있고， 사회적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와 사정이 같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덴마크에서보다 시수를 늘려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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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충족시킨 학생들에게는 과감하게 기본 영어 과목을 면제해 주고， 대신 다양 

한 종류의 영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영어 교과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1)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사회적 총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그 바탕 위에 입 

시 제도를 영어 교육 개혁 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영해 역류 효과(washback 

effect)를 극대화하여 모든 영어 교육 현장에 “목표어 사용의 극대화 및 모국어 

사용의 최소화”라는 큰 원칙이 철칙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과 같 

은 초퉁 영어 교육을 손질해 학습 개시 연도는 늦추되 집중도는 늘려 학습 초기 

부터 집중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교육 현장의 노력만으 

로는 실현시키기가 어려운 것들이므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급히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전제로 텔레비전 등에서 홍미로운 외국 프로그램을 더 

빙하지 않고 자막과 함께 영어 원음으로 방송해 주면，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영어 

에 대한 노출 기회가 그만큼 더 증대되어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리라 

고 생각한다. 성인들의 경우 귀는 닫고 눈만 작동시켜 결과적으로 영어 소리는 듣 

지 않고 영어 자막만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린이들은 눈과 귀를 모두 

작동시켜 귀로는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눈으로는 자막을 통해 뜻을 알게 

되므로 들은 내용이 이해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이 되어 영어 습득 

에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는 성공적으로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댄마 

크나 네덜란드 등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그 곳 학자들이 이구동성으 

로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우 집단의 압력과 성인 

위주의 사고 때문에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전국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제주도 퉁의 특정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정해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이 때 교사 문제， 입시 문제， 시수 문제 

등과 관련된 개혁 조치도 함께 시행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7. 맺는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본받아야 할 역할 모텔을 새로이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덴마크 영어 교육 개혁의 과정과 이에 끼친 예스퍼슨의 영향을 고찰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모색해 

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영어 교사들의 자질 향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있어 

야 하고， 그 바탕 위에 말 중심의 영어 교육， 의사 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 취지에 

31) 고퉁학교 2，3학년 기간 동안의 ‘선택’의 의미는 훈자 그대로 선택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 즉 영어를 
필요로 하거나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열어주고， 영어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영어에 홍미를 느끼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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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끔 영어 시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현행 초등 

영어 교육 제도를 개편해 학습 개시 연도는 늦추되 집중도는 높여 영어 학습 초 

기부터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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