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ξ쭈에셔의 국쩌1 쩡씩 교사 양썽 설태 

정재훈* 

본 고는 호쭈지역에서의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현황과 교사 양성 설 

태를 살펴 보고， 보다 밸전적인 외국어로셔의 한국어 교육 교사 양성을 

위한 방얀을 제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호주에서의 국제영 

어라 함은 호주의 국어언 영어뜰 제2언어(당뻐i양1 as a secor띠 뼈맹u쟁e:::: 

ESU, 또는 외국어(당빼양lasaF，쨌gn 냐때뻐ge ;;:; 짧L)랴는 관점에서 

비영어권 출신 사람툴쓸 교육활 때， 또는 TESOL(=Teæ바tg 뼈lish to 

S야였kers of 해ter La때뻐g얹)과 판련하여 사용하는 영어라고 보고 이와 

관련된 제반 내용올 살펴 보고자 한다. 

1. 호주에셔찍 국제영어 교육짜 관련훤 역사책 배경과 정책 

1) 다민짧환회정책짜 ESL 

호주는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더불어 대표적 앵굴로 색슨 인 

*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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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중심의 국가로 영어를 국어로 하는 나라이다. 호주 대륙외 원주민은 

다양한 종쪽 분포에도 불구하고 종족명도 인정받지 못하고 애보리진 

(AOOri밟1íÙ or AOOri맹1e)이라고만 지칭되는 원주민으로， 이틀의 언어는 

분류기준에 띠라 수백에서 수천 종류자 념눈다고 한다. 하지만， 원주민의 

감소와 더불어 그 언어도 사라지고 있고 이제 원주만의 숫/\1눈 호주 전 

체 인구의 %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때여년 

전에 정착을 시작한 영국인흘은 호주의 국어로 영어를 사용하제 되었고、 

안방을 차지한 영어가 원주민의 언어를 외국어로 전락시켜 이틀 원주민 

들에게 영어교육을 시꺼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주민에 대한 이러한 영 

어 교육이 호주에서의 국제영어 교육의 효사라 여겨진다. 하지만， 원주민 

에 대한 영어교육윤 원주민 고유의 언어적 톡성올 무시하고 그률에게 무 

조건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주입식 영어교흉올 강요한 언어교육이었는 바 

이러한 교육을 국제영어교육이라 말할 수는 없올 것이다. 

호주 훤주민에 대한 영어교육을 편의상 논의에서 제외한다면， 호주에 

서의 국제 영어 교육은 1, 2차 세계대전을 전j휴홉뼈 유입되기 시챔배 

이제는 호주 전체 인구분포상 철반을 넘어선 앵글로 색슨 이외의 인종에 

대한 영어교육에서 1차적인 지원을 찾올 수 있다"， 1없년대에서 læ)년대 

에 걸치는 이 시기는 주로 유럽계 인종이 호주 이민의 주류를 이룬 시기 

이다， 이 시기에는， 영국인의 지속적인 유입과 더불어， 그리스， 이태리， 독 

일 네멀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유럽인과 폴란도 유고 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유렵인들이 대거 호쭈로 이민윷 왔다. 그 결과， 비교적 언어문 

화적 동질성을 공유히는 이틀 이빈집단에 대한 영어교육이 호주 정부 차 

원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Teaching F1빼sh as a 앓때 

낭맹uage = ESU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호주내에서의 

국제영어교육의 근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호주가 백호주의를 포기한 1970년대플 전후하여 알본을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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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시아권 국가률과의 청제 교류 중대와 월남 쩨망으로 인한 난민유입， 

홍콩， 대만， 한국 풍 여러 아시아 국가 출신의 기숨 및 후'^l헤민의 허용둥， 

국내외적 정세 변화에 따라 아시아인들의 호주 이빈도 본캠화되었다. 이 

들 。}시아권 출신 이민자률의 언어문화적 배경은 서구문화권파는 다르기 

때문에 이둡을 위한 호주의 영어교육 정책， 쭉" ESL 교육은 다현화되고 
이와 판련한 연구와 개발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호주의 역사적 배경올 고려할 때， 호주에서의 국제영어교육은 

앵글로 색슨 중심의 영어사용자롤 위한 국어교육에서 다민쪽 출신의 영 

어사용지률 위한 ESL교육이 국가적 교육과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을 인정 받게 되었다. 즉， 사회 • 문화적인 요구에 따륜 수요와 공급이 

라는 차원에서 자연스렵게 국채영어교육을 위한 환경， 즉， 국제영어 학습 

대상자의 중카와 이에 따륜 교육자 자료공굽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자 

연스럽게 어울러져 호주에서의 국제영어교육의 기반과 체계가 구축되어 

졌다. 따라서， ESL로 통칭되는 호주의 국제영어교육은 다민족문화교육을 

위한 이민정책적 ~t웬에서 국가 주도의 교햄o￥가 되었다. 

2) 국제화와 EFL 

영어눈 æ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제화 내지눈 쩨계화라는 조휴에 따라， 

더욱 국제어로서의 위치롤 확고히 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영어권 중심 

의 세계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영어권 중심의 세계화 쩡향은 이 

동홍신의 급속한 발짱R 따라 더욱 가속화되어져， 영어 사용권 안에서 더 

욱 많은 국제영어교육 수요룰 창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세계척인 수요 

중가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영어교육용 영어권 국가내에서의 

국제 경쟁핵 확보와 영어교육시장의 확보라는 차훤에서 많L뿔만이 아닌 

표[이라는 관점에서도 각광율 받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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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ESL과 많[의 개념과 교용내용이 명확헤 구분되어 사용되 

어지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훨자의 견해로눈， ESL교육운 다민족 문화교 

육의 일환인 이민정책적 차원의 국때적 환점의 국제영어교육인 반면에 

EFL교육은 단지 체류 외국인의 영어교육 시장수요와 비영어권 국가헤서 

의 국제영어교육 시장수요에 대처하눈 교육수출 차웬에서 국제영어교육 

과 그에 따론 연구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예로， 1ffi7 -1001년에 걸쳐 당시의 호주 연방교육부 장관인 

John Da때rin은 세계화에 대처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국가 

적 차원에서 대학깐의 통폐합을 시도하여 당시 76개의 종합대학을 'J7개 

로 축소하는 대학의 구조조정올 단행하였다. 도킨의 교육 개핵(않때rins 

많u때m외 R따on미이라 불리는 그 대학구조 조정의 결과로 호주의 대학 

틀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정원의 ID>/o까지 확보하여 재정확충에 도 

옴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1 호주교육윷 시장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에 마케팅하기 시직하였다 이러한 해외 학생 유치 정책은 우선적으로 국 

제영어교육 시장의 활성화활 가져 왔교 그 결파로 현재 호주의 모든 대 

학들이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자체적 영어연수(EUCOS)기관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도킨의 교육개혁 정책에 띠른 호주의 교육 개방 정책은 대학 뿐만이 

아니라 초중동 교육기판， 기술전문학교뜰에까지도 적용되어 모든 호주의 

교육기판이 외국인 학생에게 개방되었다. 그 결파， 기종의 공교육기관 중 

심의 ESL 교육기관만으로는 늘어나는 교육의 수요룹 감당할 수 없게 되 

자， 국제영어교육을 위한 전문영어 사립학교가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생겨나게 되었다. 때1년 현재， 호주의 영어연수기관은 m개에 이르게 되 

었다. 한편， 이들 사립 국제영어교육 학교플운 국가의 엄격한 교육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설립이 가능하며， 이틀 기판중 일부는 정규 대학 기관에 

준하는 국제영어교육 수료흉 내지는 인중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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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어교육 수요의 굽속환 종대는 흥주 교육체에 적절하게 훈련받은 

국제 영어 교A률 시급하거l 양성 • 배활해 쭈어야 종훈 쌍황으로 발전하 

였다. 이틀 졸업생툴온 국내외적으로 첸塵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아시 

아 각국의 국제영어교육 수요가 급줌網 많은 호주의 대학 졸업생들이 

국제영어교사로서 비영어권 국가에 취업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폼， 흉콩， 중국， 태국， 말레이， 인도네시아 둥지 

에서의 영어 원어민 교사의 수요는 공급융 초월하고 있는 상황어다. 

다옴은， 국제영어교사의 수요가 공급을 초고념}는 호주의 현상황 하에 

서， 호주의 국제영어교사흘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실태를 살펴보겠다， 

2. 호주 교육기관의 국제영어￡육 

1) 확와 및 인흉서 과접 

전술한 바와 같이 호주의 거의 모돈 대학 기판툴은 국제영어교육과 관 

련된 학위과정이나 강좌흘 개설하고 있다. 호주의 국제영어교육의 특정 

은 이 분야의 교육이 학부과정에서 디루어지기 보다는 석사과정， 또는 준 

학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좌나 학위 파정은 다음과 

같이 다OJ:한 명칭으로 구분되어 개설되고 있다: (팔호 안은 개설 대학 약 

자임J 

(1)G!빼j뼈 pa행1때.ate 않rtificate cour얹링S 

&삶uate 않뼈cate in TE앉)L (ACU. 없찌.Gri퍼th. 혀I뼈ra， CSU

Distarx:e, D;쐐띠. UNE, urs. VU. WoIlongα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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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빼뼈te Certificate in 빠때α1 1"ESOL(표U， I.A Trobe, QUf) 

&빼뼈.te Certificate in Aus뼈i없1 Ir뼈없뼈18 ESL 1ì없빼ng (NπJ) 

&때uate 않뼈C따:e in Teaching sæond 벼맹뼈없 (USQ) 

Pos때빼late Certificate in 11징OL (1\1빼uarie) 

pos않r빼la않 @디fica않 in 뻐.IC8뼈alS뼈ies-TESOU뼈m따ne，1\I뼈a양1) 

pos때빼Ja않 냉tificate in English 띠맹uage Teaching (*UfS for J;여l:I11eSe 

school αm않xt) 

(낀 Gr뼈.ate/P<썼gr;뼈없 다따na Cour:짧 

Q때uate I빼어naof Montessori 많ucation (AIαJ) 

&때uate Diplαna of TI없iring English to Sp:빼ærs of other 닙맹뻐ges 

TESOL (ANU, car뼈rn， TA많)R， UfS, Wolloogoog, CSU, VU) 

@빼.tate Diploma of Arts 뼈때뼈ge Teaching 11웠)lJl.OTE (밟rl) 

@삶uate I뼈oma of 많ucation English as a secor뼈'For뼈gn 뼈때uage 

(CQU) 

대때late Diploma of TESOL arxl U뼈"IiCY (VU) 

α없uate Diptαna of TeacIùng Engli하1 as a Foreign 따핑뼈ge TEFL 

(α.utin， Sy'이갱ey) 

&빼.tate Diploma of 밟.lC8tion - Teac바19 English to S뼈kers of 얘R 

니때뼈ges (ECU) 

POS때빼.tate Diplαna of A뼈iedU때띠stics TESOL (tv빼빼e) 

POS맹때uate Di미.oma of 많ucationa1 Stt때ies TESOL (뼈따lffie) 

R잉때뼈late Diploma of 많ucation TESOL (빠na양ü 

P여때때.tate Diploma of Teac비ng 뼈'lish to S뼈ærs of 않ler 때땅때양S 

π짚)L (Mon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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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뼈 않g앉몽 by 없JrSe 뼈rk 

뼈ster of 'D앓뼈ng Engli삶1 to Sp:빼ers of ():OOr 뼈19Uages TESOL 

(AIα) 

Masterof 없uca따lll- Er때i하lasaSE였X:I 뻐맹uage (AVONDALE-

dis때re) 

뼈ster of Arts 니때1맹e TI없뼈ng(없:x:\) 

Master of Aπs Er냉i해 떠맹없ge Tel:앙뼈 - ELT (Car뼈Ta， lJfS) 

뼈ster of Aπs - 'D없때I핑 Engli양1 to Sp;앙rers of 야ff 벼g뻐ges-

π영OL (Carllm"a, D:왜cin， Monash, lJfS) 

h없ster of A뼈ied 디때띠S따 1E앉)L (USQ, 뻐져뼈ie) 

Master of T앙잉iL (뾰~100urne) 

Master of 많뼈tion T앉;0ι _ Int없빼.ooal (M:!펴밟， 

Ma않er of 뻐J.Catiα1 - TI없;hing 앙19li하1 to Sκ~of 않ff 때때U뼈es

I왔U(Q{π) 

뼈ster of Teaching 당빼sh to S빠rers of other 따땅때g잃 T장ìOL (VU) 

Master of 1당U 따X:I μ뼈찍r (vu) 

(4) I뼈1eI' 0eg'1얹옳 byR웠rch WI뼈〈 

Masκ'!f of 1ESOL (~뼈ooume) 

뼈ster of 없ucatiα1 - Teaching 당19li양1 to Sp:싫rers of FI뼈핑1 때19Uages 

(M>!-입하1) 

Master of Itùlosc때1y 

f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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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기타 국제영어교사 양성기판 공립 

호주 각 주내의 T뾰E(:::TI짧iary and Fw감1er 많ucation} 기관틀(예， 

TESOL Hus in the A뼈머de Institute of T AFE)도 국제영어교사 양성 프로 

그램올 통ξ배 국제영어교사 인증서(않뼈cate}를 발행하고 있다. 

(6) 기타 국제영어교사 g썽기판 사립 

호주의 각종 사립 교육기관도 국제영어교사 %냉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영어교사 인중서(Cer뼈C짧)를 밥행하고 있다. 이를 사립기관들은 대 

개의 경우， 영어연수과정(EIlα)5)를 제휩}는 가관들로서 자체 기관 발 

행의 인중서， 않I빼꺼dge 않뼈cate in 당때i해 떠맹J.age Teaching to Adults 

(=CELTA), 또는 Tri띠ty College 1μ뼈n 않따i않.te in TESOL 둥과 같은 해 

외 국제영어 인증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국제영어교사 과접옳 위한 입함 및 71E~ ~:건 

국제영어 교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은 작 과정마다 조끔씩 다르 

다. 과정별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Gra뼈1e/ Postgr;때Jate Certifiæte Cours않 

a) 입학자격: 대부분 대학의 일반적인 입학 조건은 교육학 관련 학사학위 

또는 동퉁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실무교육경력을 소 

지한 자에 한해서 입학이 허용된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a) 학사학 

위만 소지하고 있으면 입학자격을 인정해 주거나， b) 교육학 관련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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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가 아닐 경우 3년간의 실무교육청력으로 대채해 주거나" c) 인터 

뷰만으로 입학을 받아 주는 곳도 있다. 외국학생의 경우 입학을 허용하 

지 않는 대학도 있다. 

b) 최소학업기간: 펑균적으로 1년이다. 

c) 동록금: 호주인의 경우 AS$M왔47밍， 외국인 학생의 청쭈 ~흉m 

이다. 하지만 내외국인 학생간에 둥복긍 차이를 두지 않는 대학도 있다. 

d) 이수과목: 보통 4과목을 이수한다， 

(2) Gr뼈at때Postgr，빼Jate 대뼈æ Coα쨌 

a) 입학자격: 대부분 대학의 일반적인 입학 조건용 교육학 판련 학사학위 

또는 똥둥한 자격의 소지자로 교육 실무경험이 없어도 입혁이 허용된다. 

&빼mtel pos뼈빼l없 어뼈cate cot뼈S 보다 입학 조건이 까다롭지 않 

다. 외국학생의 경우 업학올 허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 

b) 최소학업기간: 평균적으로 1년이지만'， 2년인 대학도 있다<TABOR， ACU). 

c) 등록금: 호주인의 경우 AS$4，3';앙13，뼈， 외국인 학생의 경우 AS$12,3ll 

14，떼이다. 하지만 내외국인 학생간에 등록금 째l를 두지 않는 대학도 

있다~ (ANU 뻐$13，뼈) 

d) 이수과목: 보통 8과목을 이수하며， 졸업논문올 쓰지 않는다 

(3H뼈g 다￥X앉~ by Course Work (M때 

a) 최소학업기간: 평균적으풍 1.5년이치만" 1년 또는 2년인 대확도 있다. 

b) 퉁록금: 호주인의 경우 A$l，때-14，쨌， 외국인 학생의 경우 AS$12,315 

AS없，때 이다， 하지만 내외국인 학생간에 뚱홉급 ~tol룹 두지 않는 대 

학도 있다~ (없x:l-뾰$12，315) 

c) 이수과목: 보통 8과목을 이수하고 난 후 좋업논문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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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얘gher 앉행앉썼 w 많sarch 뼈)1(와 PhO:파정윤 이뽑 좀싱21 최고학위 

과정이다 

3) 호주 πSOL 학￥|피정의 잃협kQ웠nsl때d University of Technology 

(Q띠1 확위과정): 

본 고에서는 1R잉L 과정의 일례로 QUT의 파쟁을 소개한다"， (TESOL 

C에rse 아따α15 at QUT) 

ED14 MASTER OF EJ)l(;Al10Njl없)L) 
orut’않 duratioo: l-year full-마reor2y，얹rs 때t-tiJre 

Total Credit Points: ~ 
뎌rnp.ts: 1어띠n Grove 

ED77 GRADUA 1E C닮I1F1CA1E lN E이JCA11'αι(TESCι) 
Duratiα1: 1 였rester fuU-tiJre or 2 엉res뼈"S JEt-time 
T뼈l α뼈t Points: 48 
Carq::us: Kel에n Grove 

ωm똥 Contents 

1WO α)RE UNIπs 

α..N612 : Princi며.es of Second μ때뼈ge Metlxx뼈앵Y 

α.J\f{ffl : 앉rond 뼈때떠ge A띠띠sition 

따.ECTIVES* 

Cl.N)13 : 않g피 때19U1lge Curriculum 않행n Q:xions 
Cl.N)14 : Rt웠Rπh l\빼xxls in 앉rond 떠핑때ge Ec뼈catioo 

α..N615 : Diroc뼈 Readir핑 in 5æond 때때뻐ge 빠κation 

αNJ16 : 않ro띠 따땅뼈ge AssesSJrent ar얘 R맹ëllll Evaluation 
α.N317 : 어였때ist회 니맹팩ge 1없미ng(않뼈견1) 뼈 (Englis비 

CI1애618 : Technol~y and Second 따핑뼈ge 1없ming 

α..N619 : Fun:tional 않aπnar 
CLN6'J) : 매때띠ge 와xl Cul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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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cu에515 is also offi많ro in a chaice 여 rrα앓 and units 

어Jer Optioos availa버e: 

a) S뼈ls and Acti찌ties [농V뼈l\llHlt 
b) Dim.:뼈 많뼈I땅 in 앉'CCJOO 따19U떻e 많lCation (Gr없mIr for Teæ뼈-s) 
cl 다:ræ뼈 Rt빼ng in S없nI 따땅U행e 빠κatiαdESL in the 1\뻐nstn꿨n) 

d) 바없@뼈핑 밟없ion띠 R앙gπh 

e) 24 Cr뼈t 뻐nt Proja;t 

4) 효주찍 푹저|영어교육 판현 단체 

호주내의 국제영어교육 판련딴체는 강쩍한 절속력올 갖고 있다 이 단 

체들은 국내외 학회 개최는 물론， 국제영어교사뜰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 기회(Profl짧뼈 ~VI에따없1t)와 출판물윷 수시로 체공하고 었다. 

그 대표적인 단체들흘 간략히 소개한다. 

(1) ACT A(The 없.rt~해ian 따Jndl of TE않l.Assc엉ations) 

호주의 국제영어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제영어교사룹의 이익을 

대변하며 홍보 쩔속， 학회. 워크숍 개최， 학회지 발행， 전문가교육 프로그 

램풍을 운영하며， 호주 전 주{싸1)에 지부륜 두고 있다. 

a 그 빙뼈| 주요E쐐기관으로 ATI웠)L(Assα:iatiα1 of Tæctxlrs of 앙때i패 

toS야빼ers of 야1eI' 따핑뻐g얹)， AMES, NCEL 1R(The Natiα181 Centre 

for 앉19lish 밟핑뻐ge Tec빼ngar떠 Res않'Ch at 뼈cq뼈ie U띠V없ity) ， 

많Jα)s Association(뼈 Natio때1 A잃띠ation of 파Jα)sPro따썼) 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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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좌11서의 국제영어꼬사 ÃI격 

W피i없lSWffi)에 의하면 1970년때 딸까지도 대부분의 호주， 특히 빅토 

리아 주의 ESL교사를은 전문 국제영어교사로서의 정식 자격증 없이 국제 

영어 교육을 담당해 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1쨌년대에 01르러서는 호주 

의 공교육기관을 위시하여 모든 교육기관에서 위에 열거된 TESOL관련 

학위나 인증서를 국제영어 교육교사들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 

정에 의하여 호주에서는 자격증을 갖춘 국제영어교사에 의한 국제영어교 

육제도가구축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국제영어교사의 수자 철대적으로 부쪽하여 

빅토리아 주 초등학교의 경우 !OO/O의 국제영어(ESU 담당교사만이 정식 

TESOL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영어교사 자격요건은 호주 내 각 주정부 산하 교육부 규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요건은 주내 공사립 전교육기관과 주정부 담당 

기관의 국제영어교육 책입자들의 합홍 모임에서 국제영어교사로서의 자 

격요건이 규정된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합동모임으로 

]ES11 ESUthe ]oint 많1떠tion Sys따nsand 1ì얹뼈y Instituti.α1s ESL 

Forum)가 있는데， 이 단체에 의해서 빅토리아 주내 국제영어교사들의 자 

격요건이 결정된다. 한편， 빅토리아 주정부 교육부는， T얀ìOL교육과정이 

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교수틀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ri뼈a for 따 

Ræognition of A없'()voo TESOL Teac밟 F..ch때onC애앉S’이란 규정집을 

만들어 검증하고있다 

한편， EUα13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눈 국제영어교사들의 자겪은 N돼S 

(The National EUα)s Accreditatiαl Sc밟re)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 

는데， 그 최저조건은 TESOL판련 학위나 인중서(cer해cate)를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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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실무교육경력올 소지한 자어l 한한다고 규정되어 었다， 

또한， 호주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올 받눈 모둔 ESL교육기판은 반드시 

프로그램에 따라 설정된 국제영어교사 자격규정올 충쪽하눈 교사만을 채 

용해야한다. 

이 국짜|영어교사의 신분 .!i!:짱i과 때우 

호주의 국제영어교사들은 호주 정부와 노동 단채률의 장력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신분보장과 대우를 보장받고 있다. 즉， 모든 호주의 국제교 

사들윤 호주노동청(AIRC=Aus없1ian 뼈$뼈뻐 R싫ati，따s Commissicn)에서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간당 또는 연봉) 최저임금 급여조건， 근무조 

건， 작업환경조건 규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A뼈에 따르면， 국제영어 

교사는 12동급으로 나뉘어져 동밝”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저 임금을 설정 

해 놓고 그 이상의 임금 지급을 권징L하고 있다. 또한， 휴가와 시칸외 수당 

둥의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각 둥급별 최저 연봉 기훈은 다옴과 같다'. (이 기준은 한국에서 

경험 많고 좋은 국제영어교사를 유치하눈데 있어서 참고로 활용될 수 있 

을것이다J 

LeVI터 l-W，없 

LeVI머 8 - $37,491 

Level 4 - $32,510 

LeVí얹 12 - 짧，많% 

7) 호쭈의 국쩨영어교육씌 제쯤채와 향후 방향 

호주의 국제영어교육계가 직변하고 있는 최근의 제문제는 다옴과 같이 

정리된다{Wi퍼iaIll"ì，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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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쨌년대와 1댔년대에 이르러 정식 TESOL 자격올 요구하는 추세에 따 

라 국제영어교사률은 전 교육분。k초 • 중풍 찢 성인교육)에 자리잡게 

됨으로써， 제도적 쟁착을 달성하였다， 

b) 지난 25년간 TESOL 교육의 전문화까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기득권 국제 

영어교사와 신전 국제영어교사간에 세대교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 

아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c) 국제영어교사들의 업무과중이 증대됨으로써， 지속적인 전문교육내지는 

재교육이 소홀해지고 있다. 

d) 1용)()L 관련 교육 예산삭감과 T잃OL 프로그램의 쭉소가 섬화되고 었 

다 

e) 대학원 η웠)L 과정에 대한 둥록금 부담이 괴중되어 국제영어교육 전공 

자가감소되고 있다. 

f) 둥록금의 피중으로 호주인 국제영어 전풍자눈 감소하고 유학생 전공자 

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호주의 국제영어교육에 긍정 

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g) 유학생의 중가와 더붙어 해외 대학에 TESOL 과정을 꽁동으로 개설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LA Trobe Univer허ty Viataro National U띠versiη) 

h) 대학간의 경쟁이 심화되어갑에 따라서， 대학의 TESOL 프로그램의 변화 
가 급격히 이루어져 (예록 많I표로그램의 도입에 따른 영향) 지역내 국 

제영어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전문교육의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 

생하고있다. 

한편， 호주의 국제영어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지속적으로 당변하고 있 

는 제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대Willi廳， 1體).

a) 교육계 내에서 국제영어교사들의 전분성 인정에 대한 인식결여로 국제 

영어교사들이 교육핸}기 보다는 기술재Tæhnician)로 대접받는 경뺨l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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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학내에셔외 교육분야눈 직업교육 환야로 인삭되어 화훈의 전문성 차 

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지촉되고 있어 헥푼적 매력이 약한 인 

상율 벗어나지 봇하고 있다. 

c) 각 주별로 다른 교육 시스댐과 시행파정에 일판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 

로， 뀐스랜드의 모든 교사는 대학 졸업 후 2년제의 교사과정(GJ빼Jate 

I빼crnain 빠x:ation)을 거쳐야 하나 다른 주에서는 1년의 과정올 거치 

면교사가될수았다. 

d)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제한된 자훤올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에 관한 문제에 직연해 있다. 

e) 새롭게 도입되는 전문교육개발(PD) 구조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와， 연방정부의 연구중심대학의 연구비 중점 지원에 따른 

커리률럼 개발과 같은 교육중심일 수 밖에 없는 국제영어교육의 학문적 

툴 속에서 어떻게 혜산올 확보해 나갈 것이냐 하한 분제에 직변해 있다. 

f)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서 호주의 국제영어교육이 어떻게 성 

장 • 대처해 나갈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직변해 있다. 

3. 호주어l셔외 국제영어파 양성 실E쩨활 참고한 국제한국어 

교사양성윷위한째언 

호주 대학에서의 환국어 교육은 1빼년대 후반까지는 소규모 수요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그 후 1!m년대에 이르러 본격쩍인 발전궤도에 

진입한 듯 하였으나; 1쨌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발전촉도가 정체내지 

는 감소되고 있다. 한편， 호주 초 , 중둥학교의 ;생우， 초퉁학교 3학년부터 

한국어가 공식 외국어로 채택되어져 있옴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이 

부진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국어 교사 부쪽에 기인훌}는 l:lr가 크다. 

예로 호주 전역의 초 • 중등학교 한국인 교사 수는 a뼈년 기준으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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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념지 못하고 있다. 한훤， 한국어 수강율 하는 학생운 42개교에 3,tro 
명이 넘고 있다. 그 결과 때1년도의 ;썽우， 뀐스랜드 주 끌래스톤 지역에 

서는 때명 정도의 한국어 수강 희망지를 교사의 뿌족으로 탈락시켜야 하 

는 사태가 생겨나고 있다. 

호주 초중동교육기판에서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눈 공립 교육기관 

에 채용되는 국제영어교사와 동열한 과정의 엄격한 교사훈련과정과 학위 

및 자격올 갖추어야 한다， 즉， 초 • 중 · 고둥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꽁인의 교사 양성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교사 자격중을 취득해야 

만 교사가 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교사는 두 과목 이상을 가르쳐야 하 

는데，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외에도 다륜 과목{예록 수학， 

옴악， 마숨， 일본어， 중국어 등둥 여러 괴목 중에서 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 자척은 교육대확에서 한국어룰 전공하여 졸업하 

거나， 다른 과목 전공자의 경우는 쫓엽 후i 2년간의 교사 양성 과정인 

@삶uate 1뼈oma in 많ucation(I(or없ü를 취득해야딴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호주의 상황을 고려히여 볼 때， 호주의 조건에 맞는 국제한국어 

교사를 단시일내에 대량?→로 O}성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호 

주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대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단 

기적 대처 빙반으로 필자는 국외에서의 국제한국어 교사 인종을 위해서 

주요 해외 교육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윷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즉， 국내 

와 국외의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이 서로 연계되는 인중망을 구성하는 것 

01다. 이를 위해 국내의 한국어 교사 %썽 기관과 국외의 양성 기관간의 

교과과정 공유， 교생실습 훈영 체계망 구축동동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시험적으로 한국의 국공립기판이나 사립교육기관이 한묶어 교λ까 

절대 부족한 호주와 같은 국가의 연방 정부 또는 주정부의 교육 기관과 

상호 협력 협정올 체결하여 공동 인중 제도룹 확렵하여 한국어의 세계화 

에 기여하고， 현실적으로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둡의 진로를 보장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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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양국의 상후이따에 부합할 수 있을 것 

이다. 

호주에서의 초 • 쥬 • 고듯학표 하국어 교사 짜격 취특 과것과 

￥}련 준비서류 

호주의 초중고동화교에셔 한국어 교사가 퇴기 위해서논 각 주 

(S뻐te)의 교육#에서 요구하눈 채용 판련 구비 셔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구비 서류는 기본 펼수 제출 서류와 상황파 개인에 따륜 추가 

제출 서류로 구분된다. 추가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개별적 상뺑l 따 

라 요구정도가 다양하다. 즉， 신청인의 출신국7t， 좋업학교 직장경력， 

그리고 신청연어에 따라 준비해야 훨 사항이 따&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 주의 futrd of 많lK빼on의 Intemet Web Site를 흉해 정보훌 

수집히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호춰l서 영어 이외의 외국어교λ}(L01E(따')gU앵e 

어g πlaTl 앙때i해) TI업뼈)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둥쭉변호(Teacher 

&쩡S없tion Nurr뼈""'TRN)와 고용번호(당1뼈oynmt: N~)라눈 두개 

의 필수 자격 변호(패e Number)가 요구된다. 이러한 자격번호를 취득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된다. 

T없、her R.es:ri밟atiα1 얘mileríTRNl 취득에 핑요한 서휴 

기) 호주내에서 취득한 영어 이외의 언어교사 자격종〈따IE Teacher 

Q때퍼않dα1l 

니 호주 대학졸업 중명서 

디 호주 대학생적 중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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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교생 실습 내용 중명서 (6주 이상) 

미추천서 

*** 해외 출신자， 에로 한국인운 다옴과 갈은 자료률 제출히여 심 
사받윷 수도 있으나， 신청자에 따라 그 요구 조건은 다프다. 

비 한국에서 취득한 교사 자격중 

시 한국에서의 교사 경력 중명서 

이 한국에서 취득한 교생 실습 내용 증명서 

7>) 한국 대학 졸업 증명서 

*) 한국 대학 성적 중명서 

격) 영어 성적표(IELTS): 모든 언어가능분얘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서 9점 만점에 7점 이상을 받。}야 함. 

E뼈OVITffit 애m앉r 취득에 휩요하 서류: 

일차적으로 신청지눈 교사등록번호(Teac:뼈r 뺑is없따lNun敏= 

1RN)를 받은 후에 1RN과 함께 다시 위와 동일한 서류를 해당 주 교 

육부(뻐J.Cation Il:뼈Ilm1tl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1RN과 함 

께 제출된 서류촬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 결정하게 되며， 고용이 

결정되면 교육부는 이민성에 선청자를 보증 • 추천하게 된다. 교육부 

의 보증 추천을 받아 고용번호를 이민성에 신청하면 다른 하자가 없 

는 한 고용번-호 취득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교사 

등록번호와 고용변호룹 취특하게 되면 국제한국어 교사로서의 취업 

은 대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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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Straα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s and issues in relation to 

TESOL teachers and prograrns in Australia 

J내lQ， J않rh∞n 

This~ 때ns at (a) investiga마19 the current situations 뼈 ìssues ìn r허ation 

to TESOL 않ac뼈-s ar성 m뼈ams ìn Australia 뼈 (b) n빼19 a suggestion for 

æVI잉뼈ng TKFL (Teachir핑 M짧1 as a Fì뼈gn 뼈때뻐ge) 않싫1ef 없비ng 

α맹rams in Korea. 퍼s ~ consists of three 뼈ts. In the 뼈rt one, 뼈 
historical background of Aus없liar1 ESlÆFL 때맹rams is discussed in 뼈ms of 

multicultur퍼ism 뼈 gl뼈lisation. In the 때t two. Aus뼈뼈 TESOL 뺑rees 때 

certificates, inclu빼땅 thel번eVar1t ìnstitutions and associatiα1S along wíth tl뼈r 

α명때nde때1s， are inves뼈a뼈 It also 뼈ls with the qualifications of TESOL 

teac.밟응 m피 d뼈r ~loyrrent 때띠itions. The current issues 뼈 general 때짧ns 

ìn Australian TESOL PI쟁때ns and teac뼈'S are also outlir빼 ìn the part two. In 

the 때t 따않， this ~ notes the αlITeI1t issues of π\FL α맹때ns 없1(\ 따앉1efS 

in Australia As a cα1Clusiα1， 뻐s 야빠'T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뻐없ge 

sys뼈15 for 뼈 nru뼈 m;명nition of ac빼nic α어its 뼈 ex때nges of TKFL 

따lCl1efS 밟W뼈1 Aus없lia and Korea, ìncl뼈ir핑 the nrutual ro:쟁nitiα1 of TKFL 

curriculum 때d π\FL teacrer practicum in ooth Australia 뼈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