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나다외 TESL 교사 량생 과정 

김영곤* 

1. 캐나다씌 공용어 

본고는 캐나다에서 영어를 제1의 언어가 아년 제2의 언어(Engli양lasa 

없때1d 따핑l戰 이하 ESL)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양 

성되고 또 그 자격을 검정받는가를 고참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언어교육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나다의 교육환경을 이 

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캐나다는 널리 딸려진 바와 같이 영어와 불어， 두 

가지 언어를 국가의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중언어국가다.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후 한 영어권과 퀘벡주룹 중심으로 한 불어권은 때때로 정치 

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첨예한 갈동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 두 언어 

권은 두 개의 공용어룰 사용한다는 간단하지 않은 상황올 잘 용영해 나가 

고있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는 이중언어사용올 천국적 o 로 적극 확대하려 

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불어권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두 개의 공용어가 

* 토론토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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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현실올 인정하띤서도 캐나다 국민 전쳐l훔 대상으로 한 이중언 

어 사용에 대해서는 회의적 내지 반대하눈 입징딸 취하고 있다. 특별히 

퀘벡주 내에서의 영어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는 례벡 

주의 입장은 이중언어정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나다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언어사용의 확 

대를 주장하고 있는 영어권은 판대하고 개방적이고 이중언어의 사용을 

제한하자는 불어권의 입장은 펀협하고 폐쇄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 

나 캐나다의 초기 역사를 통하여 영어권의 정치적， 문화적 압박과 침범을 

경험한 불어권에 있어서는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불어권2)이 두 가 

지 언어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보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 

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캐나다의 영어권과 불어권이 이중언어문제를 둘 

러싸고 보여주고 있는 십fò]한 문화정책 및 교육정책윤 그에 따른 여러가 

지 현상과 문제점올 나타냄으로써 언어사회학적 판점으로 볼 때 시사점 

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두 언어권이 문화와 교육 정책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교육문제가 연방정부가 아니고 주정부 

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 각 주의 교육정책과 그것을 살행하는 과정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국가적띤 치원에선 체계적 

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천적인 면을 보면 각 지역의 다양한 조건 

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주의 섣정 

j) 퀘벡주에서는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광고나 간뺀} 영어를 사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궤빽주를 중섞?혹한 불어권의 이중언어쟁책에 대한 입 

장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영어권에서는 영어률 쓰고 볼어권에서는 붙어룰 쓰A~는 
주장이라고활수있다. 

2) 1!Ðì년 캐나다 센서스에 의하면 영어사용A}{Ar쟁l때lOOeS)는 19.134，245명， 불어시용 

재F따뼈뼈1eS)는 4，0'꺼，뼈명， 영어와 붉어 두 개의 언어플 다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841，때명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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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본고에서는 캐나다에서 영어권의 중심이기도 한 온타리오 주활 종심으 

로 ESL 교육의 과정과 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얼반교사의 챔과쟁 

온타리오 주에서 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눈 각 대확에 있는 교육학부 

w.때η of 빠.:tea뼈)가 운영하는 교사 양생 과정(TI댔her 뻐.:teation 

R맹때n)을 통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율 받아야 한다.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교사 양성 과정은 각 대학의 정책파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교사 교육과정이 있는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사 자격(밟h떼or 

R쩡ræ) 소지자틀이 이론파 설습올 거치는 1년3) 똥안의 과정(Qne-Y<없 

R맹"(uu of lniti외 T었敏 밟.:teation)율 설치하고 었는데， 어떤 대함어써는 

이 교사 양성 과정을 4년 학부 과쩡에 통합졸때 훈영하기도 한다. 이 교 

사 지망생들은 1년 동안의 교^t<-1챔파정융 lJr~l띤 원래 각자가 가지고 

있턴 학위 외에 교육학 학사 자척(Bi:뼈敏 of E닝ucation)도 얻게 된다. 이 

교사 자격중을 가진 사람률이 운타리오주의 초 • 중 • 고뭉확교에서 가르 

척게 된다. 

1) 유치부/초동부 (유치원에서 6학년) 

2) 초풍부/중둥부 (4학년에서 10학년) 

3) 중동부/고등부 (7학년에서 12학년꺼) 

3) 토론토대학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표사양성과정윷 더 심화한다는 의미에서 원래 
의 1년 과정을 실험적으로 2년 과정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원래의 1년 과정으로 환 
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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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의 교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에서는 총 5학점흘 이수해야 하며， 

이 5학점은 7개 영역에 대한 이롬 및 실습과정으로 이후어진다. 그 내용 

과 각각의 학점비중은 다음파 같다: 

1) 학습과정 및 교수법 (α.IlTi띠lum & InstrudÌ때1: 2.0) 

2) 교사교육 세미나 (Teacher 많uc빼on 없때1없 : 1.0) 

3) 학습과 발달의 심리학적 배경 (Psychol，맹대1 Four넙ations of 뼈rning & 

Dev，머따rent : 0.5) 

4) 학교와 사회 (School & soc뼈 : 0.5) 

5) 관계되는 다른 분야 (Rela뼈 StJ빼es : 0.5) 

6) 설습 (Practicum : 0.5) 

7) 관찰 (Intems비p: 0.0) 

*끝의숫자는학점수 

대학에서 이러한 교사교육과정올 마찬 iiL사후보생룰윤 교사자격증을 

신청하게 되는데， 교사교육내용을 평가하고 교사자격중을 발급하는 기관 

이 교육좌석(Æ때10 Mnistry of 닮lCa때on)자 아니고 온타리오교사협회 

(On때10 College of Teachers)라는 점이 특이하다. 교사자격증은 원래 교육 

부가 판장했으나 교육의 전문성올 고려하l여 교육전문가뜰로 이루어진-일 

반공무원틀이 아닌-특별기관에서 교사의 자격에 판한 문제룹 관징L하게 

한 것이다， 온타리오주의 초중고동학교 교직에 웅모하기 위해선 온타리 

오교사자격증((Æl때10 Collc.:뽕 of TI얹chers' 닮뼈얹te of Qualifi때on: 

OCTCQ)과 상기 온타리오교사협회의 회웬이어야 한다. 

4) 실제의 명칭은 다옴파 같다. 

(]) Itirmry IJuni<r (Jur뼈 kird!rg웹쨌1쉰m:le 6) 

(2) Junic뼈lD에I빼ate (Graæs 4-10) 
(3) InterπroatelSt때or (Graæs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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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잃많사의 양성 및 자격 검쟁 과쟁 

위에서 우리는 온타리오주에서 초 • 중 • 고풍학교의 교사가 퇴눈 형식 

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영어를 제2의 언 

어로 가르치는{Teac바JgEr빼허1 as a second 돼g뼈ge: 이하 TESLl 교사 

는 어떻게 양성되며 어떻게 그 자격이 부여되는지를 살펴보자. 

온타리오 주에서 TESL교사 교육은 일반대학교 초급대학， 기타 사셜학 

원 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내용， 교육기간 둥에서 상당한 치·이가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모든 TESL 교육기판틀은 그 과 

정을 마친 사람툴에게 수료좁않뼈cate 혹은 Diploma)을 준다. 그러나 그 

수료중을 가진 사랍틀어 어떤 프로그램에서 많L을 가르치려고 하는7}에 

띠라서 그 수료중의 효력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정규 학교-초중고둥학 

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7l-? 이민성 혹은 고용청 풍이 주관하는 성인툴 

율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기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개 아니면 다른나 

리에 가서 외국어로서 영어(없glish as a For협gn 뼈때뻐ge: 많L)를 가르 

치려고 하는7r? 둥에 따라서 어떤 수료중운 합당한 자격으로 인정받고 

어떤 수료중윤 그렇지 못하고 다만 π!SL에 대한 소정의 교육율 받았다 

는 사실만 중명할 뿐이다. 

번저 초 • 중 • 고둥학교에서 TESL 교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첫째 조건 

이 온타리오 교사 자격증(OCfCQ)올 가진 사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리고 추가자격(A뼈tion외 Q뻐ification)으로 TESL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아 

야 한다. 이 추가자격 과정은 교육대학에서 기본적인 교사교육올 마치고 

현직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에게 본인의 적성， 홍미， 특기에 따라서， 혹은 

근무하는 학교의 펼요성에 의해서， 소정의 과정올 수료하게 하여， 교육대 

학 과정에서 획득한 자격 이외의 분야에 대한 추가자격올 인정동}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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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제포는 교사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확대， 심화하고 따라서 교육의 질 

적 향상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자껴파정에는 초중고 킥급 학교의 

기본적인 교사교육 과정부터 각 파목의 기본과정에서 전푼과정까지， 현 

재 온타리오교사협회가 관장하는 추자 자격 과정은 125개가 넘는다. 이렇 

게 소정의 과정을 마지면 그 사질이 개인별로 올타리오 교사 협회에 동록 

된다. 본 협회에는 온타리오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 7]-ÀJ고 있눈 전문분 

야 및 기타 모든 추가 자격틀이 다 풍혹되어 있다. 보통 교사플은 펼요 혹 

은 홍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정을 수료하여 몇 가지의 추가자격을 가지 

고 있다. 그리하여 교사의 희망에 의해서， 혹은 학교 사정에 따라 그 추자 

자격이 사용되며 액수는 크지 않지만 봉급에도 반영이 된다. 

11필L 교사 자격은 이러한 추가 자격 프로그램 이수파쟁을 통종뼈 얻 

게 된다. 추가 자격 프로그램 속에 있는 TESL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세 

단계의 파정(ESL PART 1, 2, 3)이 있는데， ESL 교사자격증을 얻기 위해선 

그 첫 번째 파정(pj뾰r 1)을 이수하면 된다. 두 번째 과정(PART 2)윤 보 

다 심화된 전문과정(S뼈alist)이교 세 벤째 파정(PART 3)은 ESL 프로그 

램의 책임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한 과정을 마치려면 125 시Zr을 이수해야 한따. 현직 iï!.-사플은 방학 기 

간에 있는 계절제 집중과정보다는 일주일에 한번씩 강의를 튿는 학기중 

ESL 과정을 이수하며， 보통 1년이 걸린다. 그 각 과정의 내용은 다음파 

같다. 

[ESl p，때T 1J 

이 과정은 E3L 교사를 양성히는 파정이다. 제2언어 학습자에 대한 전반 

적인 이해를 함양시키는 과정으로 제2언어 학습의 사회문화적인 측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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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작 촉면， 그리고 교수방법혼의 세 영역으로 구성환다 여러한 파정파 

함째 ..ìI사률은 나。t7t 복합언어， 복합품화， 복합민쭉사회 속에서 어떻게 효 

파적으로 ESL프로그램 교사의 역합윷 담당합 것인가를 배훈다. 

[ESL PART 21 

이 과정은 ESL 전문가훌 양성하는 파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각급 학교 

에서 어떻게 이론과 실천을 결합시킬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즉， 

교수 전략， 커리률렴 설계， 능력검사 및 학급편성， 발딸 추적， 제2언어교수 

에 대한 연구결과 검토， 확히 영어 구사력과 문식력에 대한 연구 검토 평가 

방법론풍이다. 

(ESL R때T 31 

이 파정윤 ESL 프로그램의 지도자가 되기홉 희망하는 ..ìI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ESL 프로그램의 사회정치학적인 측면， 문삭랙 개발， 반인종주의 

교육， 협똥학습， 영어놓력교수에 대한 이흔적 바탕 동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푼다. 

이싱이 토론토대학교 교육대획빼서 교사들의 추가자격으로 제공하는 

π~L교사 자격 과정에 대한 안내 내용이다;5) 

5) 참고로 그 과목융 안내하는 설명훈융 그대로 인용하면 다옵파 같다. 

ESL PAIIT 1: 퍼S 띠lrSe 때，vides a ger없lur빼S떼해I쟁 of tl몽 $뼈xll빼u앵e 

leamer frαn 따æirr聊업nt lEI'파JeCtives: sα::ioc띠turaJ， 뼈때밟C， 때 instructiα때 

m빠때s， This 얘π'Se1I하lIlreS 머1 따rl1ers to æ eκOCtive in a rrrultilingual, 
rrrulticuI따aJ， rruJtiræiaJ 없IChing arXI leaming 얹띠뼈lflHlt， mXI to deVI밍.q:J an 
awarenessof the role of the ESL 없앞κ~ in a vari뼈 아 웠tings， 

ESL PAIIT 2: ηus coorse 빼 따띠de an overview of the ESL α맹짧nfrπn JIK to 



198 국어교육연구 째집 

한펀 정규 학교의 학점과정이 아니파 정부의 이민청(1mπ.gration 

O댐æ)이나 노동청(En뼈oyrænt 0댄않)에서 주판하논， 주로 성인뜰올 대상 

으로 하는 ESL교실 (A뼈t ESL pr맹때ns)이나， 그 밖의 다양한 ESL 환경 
속에서 사립학원， 혹은 해외에서 - 영어를 가르치려는 사람들을 위한 

πSL 프로그램틀이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또 내용이 충실한 과정도 역사 4년제 대학 체제 속에 

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육대힘써 아닌 일반때학에서 ‘-‘-

프로그램램((α:On뼈.tin빠1핑g 빠l때c때ation pr맹때ns)떼의 하나로서 t 제공하는 πSL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그밖에 초급대학， 사립학원 동에서 여러가지 π정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나 기간에 차이가 많다， 이 

러한 사정 때문에 TESL 교육의 전문성을 확렵하교 초 • 중 • 고등학교가 
아닌 곳에서 잃L을 가르철 ESL교사들을 심사 • 통제 •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온타리오 π<:SL협회(TESL α1뻐10)가 생겼다. 

여기에서 정규 학교 외의 환경에서 ESL교사로 활동활 사람틀을 위한 

TESL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TESL 협회를 살펴보지로 한 
다. 이 협회는 TESL 분야의 전문인들로 조직된 단체로서 그 목적과 기능 

VS. 까le α뼈'se 빼 U마 d뼈Y aI닙 JrOCtiæ at the miα'OaI펴 rmcro levels 뼈 focus 
on the follo뻐I멍 빼앉: teoching stra맹ies 뼈 curricu1um dt짧1 fcπ stl짧1ts in 뼈1 

elerren떼Y 뼈 sæor뼈γ schools; identification 뼈 때;없l!re!1t rr빼X성S. 뼈 tn퍼ring 

mα:esses; overview of research in sæ뼈 langl행'e instruction 삐ths야x;jaJ at떠ltion to 
literæy éll녕 &핑Iish S뻐ls æV'잉어:arent; 빠 U않 ofcor따lter toclmol앵y in ESL 
inst:ructiα1; 없xi assessrr뻐lt and ev;때l빼onstl없앵i얹. 

ESL PART3: This course is desi밍뼈 toævl잉어Jthe αofessionaJ skills of t.eachers 때10 

wish to assuræ le<àrr뼈p re히이lI1SÎ벼Iities in ESL 뼈lCation. 1ì뼈cs iocluæ: 
SOlio-politicaJ 띠1CetnS， Iiteræy. aI1디-mCÎst 어ucatiα1， coτl!ffative 1댔mng. 뼈 

tI없-eti떠l lHS없:tîves 어1 teoching 뼈 skills of English. All 갱I때dates În thîs 때rse 

때-esent at a finaJ mini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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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디음과같다: 

1) 효파쩍인 교수법회 개멜 ESL과 영어훌어눔력(ELD엉)의 개발 

2) ESlJ월D 교수에 있어서 기출의 확립 

3) ESlJELD 교사의 권익보호 
4) ESlJELD 교육기관에 대한 뺑정 및 과정에 대한 자문 

π정L협회로부터 π깅SL 교사 자격을 띤정받기 위해서는 협회에 지원자 

의 학력파 경력을 중명히는 제반서류활 채쫓하여야 합}는데， 그 서류들은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사자격증， 교육파 관계된 경력중명서， 

π정또로그램 이수증명서， (경우에 따라선) 영어능력중명서(an e띠뼈ce 

of proficiency in 당빼sh) 동이다. 

π'SL협회에서논 지원자의 자격올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않뼈뼈α1 

Re띠.ew fuard)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 

하여 11꽁L 교사 자격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 TESL협회에서는 온타리 

오주의 다양한 TESL 프로그램 내용윷 검토하여 협회가 인정하는 프로그 

램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협회는 TESL 프로그램옳 구체척으로 규정히논 지침올 가지고 있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6lEID Er빠ish Ii따æy[농!Vel어XIH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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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 

(1) 일반 언어학 및 영어혁t냐JgUÏ.stics 없ld 앙)g빠1 냐JgUÏstics) 

-언어의 본질， 구성， 변화， 언어환석의 모텔， 현대 영어의 문법 • 음훈 • 

흉사·의미 

(2) 심리언어학 및 사회언어햄Psyc뼈i때uistics and soci때맹띠stics) 

-제1， 제2 언어의 습특파정， 개인의 학습유행， 앤어학습의 영향올 주는 

여러 요인， 언어학습과 사용과 관제되는 기본적인 사회 • 문화적 요인들， 방 

언파변이의 요인들 

(3) 문화와 사회(0띠따-e ar떠 Soci，앉y) 

-사회문화 시스댐의 요소 캐나다의 복합문화주의， 캐나다 사회의 제도 

적 • 개인적 장벽， 개인의 문화적 특성에 따콘 생활과 학습의 유형， 반인종 

차별주의 및 갈등의 해결 

2 농법폼 

(1) 전문교웹Protè짧onal 빠.1catiαü 

-캐나다교육의 사회학적 기반과 조칙， ESL교육의 역할， 맥락 및 조직 

(2) 제2언어 교수방법(Socorxi 냐맹U짧e l1:빼g맹y) 

-ESL교육의 목적， 이론적 접근과 방법， 언어교수 기술파 과정， 커리률럼， 

교재， 특수 상황의 교수， 새로운 연구에 대한 접근 및 웅용 

(3) 평가{AssessrrenO 

-제2언어능력 명가의 원칙들， 학생들의 발달과정과 언어의 능봉성에 대 

한 명가 기술 및 분석 방법， 교재， 파정， 커리률렴， 시험도구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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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타리오 π정L협회는 정규학교가 아년 공꽁기판에서 생인툴을 가 

르철 TESL 교사의 자격 요건올 심사網 -^r척중올 발縣}는 것이 그 가 

장 큰 책무이지만， 조건이 디‘륜 환경에서 활홍흩}는 모든 ESL교사활의 권 

익을 옹호하고 전문성을 계발， 발전시키는 역할포 한다. 

이 협회는 일년에 정기적으로 협회지활 웰행하며， 다양한 ESL 교육기 

괜초중고뚱학교/대학f학점과정/비학정파정/성인교젤이민자잃u에 대하 

여 ESL교육에 관한 정보률 제공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협회는 논문， 교 

과서 및 기타 교재 발간， 학회 및 세미나를 조직한다 

TESL협회는 TESL 교사의 자격을 검중하눈 웰정한 구체적인 기준요건 

(:B)시깐의 이론 수업과 %시깐의 실습)올 가'^l .n 각 대학파쟁의 비함캠 

TESL 과정 이수자틀과 기타 교육기관에서 π정L 과정올 마친 후보자틀 

을 심사하여 π영L 자격증(π~L CÀ1때10 냉해ca않)을 부여한다. 그래서 

초 • 중 • 고동학교 외에 앞에서 언급한 공공교육기판， 사립학웬 둥에서 

ESL 교사를 채용할 때는 온타리오 π경SL협회가 발급한 자격증올 요구한 

다. 자격을 검증활 때 ESL프로그램과 관련된 상당한 기캔:ro시간)의 실 

제적인 경험이 있을 때는 점수를 가산해 준다 

4. 대학에서 실시되는 TESL 표로그랭씌 내용 

본장에서는 일반대학에서 제공하눈 π깃SL교사 양성 프로그램훌 토론 

토대학의 프로그램을 통히여 살펴보려고 한다. 토론토대학 TESL 프로그 

램은 8개의 이론 파목과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언어학과 제2언어 습욕， 교수방법롬에 대한 가장 최근의 띤구 결과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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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함으로써 제2언어의 학습과 교수에 대한 이론적 가반율 제공하눈데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이 프로그햄에서 처옴부터 끝까지 

강조되눈 것은 실제 교실에서 행해지는 활동과 효파적인 학습과 교수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것이다"7) 

이 프로그랩의 지원지는 최소한 학사자쩍중 소지자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지원자에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날 경우에는 충분한 영어능릭이 

있음을 중명E뼈야 한다. 지원서류는 소정의 입학원서， 지원사유서， 이력 

서 등이다. 영어능력을 중명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인정하는 영어능력검 

정시험8)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에 이 

미 대학에서 π경L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눈 과목과 비슷한 과목률을 수강 

했올 경우 최대 4과목까지 (프로그램의 fi)O/O) 선수 과목으로 인정올 받아 

그 과목틀을 면제받을 수 있다. 

토론토대학의 1EST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8개 과목의 내 

용은다옴과같다. 

7) "까le~is 때πnit뼈 to providing a SOI뼈 theoreticalt뼈s for 없깨ldlar핑뻐ge 

leaming 빼 teochir맹， dmwing on the troSt current res댔납1 in ling띠stics， 앉rnnd 

l떼밍age ac껴띠sitioκ 때 없압삐gm였JOdol맹y. car뼈없at디ng 뼈 Sl때뼈I앵 this 
th어-eti띠l 젝뼈αICh is a constant 없I때Jasis on aCtUaI c1assrαxn α<lCtiæ arld the skills 
neæssarγ for success띠1I얹nùng ar엄 않achi때." University of T，여unto TESL 11맹때n 

Guideline P.l 
8) (al Test of 한때ish as a Fc뼈gn 떠핑U쩡e (TI빠Ll 뼈 

Test of Wri뼈1 Er때i해 (1끼NE) arld Test of SI빼{ffi 당JgÜ양1 (TSEl 
(bl C때ficate of Proficiency in ErJglish (COPE) 뼈 

Testof α1ÙPr뼈ciency (1DPl 
(clM얹Jati때 당Jglish 때뻐l쩔e Testing System m표.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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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수 7 과목〉 

LIN101H1 Intnx:luction to Lìr맹u1해cs l* 

TSIl짧1H1 M밟XXlOI맹y of TESL 

TSI많1H1 11없-eti때1 Issues in S없뼈 냐맹uage 'D않;hing ar떠 

뼈ming 

TS단짧11 뻐ag맹i떠I Gram:nar 

TSLæ3H1 Te<빼ng LocalIy and Glol:빼Iy 

TS많4H1 Teae바19ar피 Tes뼈， Wri뼈1 싫때U떻e 

π~5빠Il π징L Procticurn 

〈선택 1파목〉 

JAl짧:m 때JgUt;앵e 빼 SOCiJ없r* 

JAL3졌II Wri미19 Sys떠ns' 

JAl않표11 따19U맹e 뼈 않K놨* 

]LP31많n 따팽l쟁eA띠ùsitioo 

]LP37좌11 Psychol，명y of 냐맹뻐ge' 

때l따11 Intnx:luctiα1 to Lìr땅uis따s lI‘ 

LlN'JUH1 can뼈an 당19li하1. 

m‘3:l3H1 Et혜gli양1 Words 뼈α때1 Ture 뼈 S양IE* 

Iα2'Jllil H뼈1etics' 

위의 과목들 중에 과목 이룹 뒤에 *표가 있눈 것은 토론토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의 파목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어 함사파정에서 이미 이러 

한 파목틀율 수강했을 경우 그 학점틀은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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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말 

지금까지 우려는 캐나다에서 영어플 제2언어로 까르치려눈 사람들을 

교육하는 과정과 그 자격을 검중하는 과정을 온타리오주릅 중심으로 살 

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1) 초중고동학교에서 m 과목윷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 자격중 
을 가진 사렴이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추가 자격으로 때SL교사 자격을 

취득한다. 

2) 초중고동학교가 아닌 공공기판이 주관하는 ESL 프로그램-주로 성 

인들을 대상으로 하는←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a) 캐나다 각급 학교의 교사자격증 혹은 이에 상웅하는 다륜니라의 자격중 

을 가진 사람룹이 교육 대혁어 아년 온타리오 TESL협회가 인정하는 일 

반 대학에서 제공하는 1E'3L프로그램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 

b) 1E'3L협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최소 떼 시간의 이론교육과 
밍시간의 실습으호 이루어진다. 

c) 영어가 제1의 언어가 아닌 지웬자눈 능흉한 영어능력윷 검증하는 시험 

을 치고 그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d) TESL프로그램을 마친 사함은 온타리오 1E'3L협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 

출하며， 협회는 교사 자격 요건이 충족되변 TESL자격중을 발급한다. 

3) 사설 교육기관예를 들면 사설학원-에서도 TESL 프로그램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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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용타리오 TESL협회가 그 프로그램올 인정하지 않올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ES댄로그램에서 교사로 활똥할 수 없다. 



때6 국어교육연구 체9집 

.Abstract 

TESL Teachers training programs in Canada 

Kim, y，αJr빙-gon 

Al따mgh 혀nt삐a is a rrrulti-cultura1 soci앉y with tWD official lar핑뼈ges -

뼈U야} and FI뼈}-I얹ming to r뼈， write 뼈 S야ak in 터19lish is an a뼈，Iute 

næessity f，아 new imrr뼈rants. l\tJost 앵버ar schools (eI얹Hl때y， rr뼈le， ar띠 

었때띠ary)pro띠de new stude따s， for 뼈1OOl themo따f 뼈맹ue is oot 당19li양1， with 

‘ESL classes’ where the students leam the language with l떼p of sÇt'Ciali때 

따￡밟'5. These students remain in ESL IX뺑αns until they have obtai뼈 the 

l뼈 of proficiency 빽뻐ro for studying all school subjects in !1맹uJar clas똥s. In 

뼈ition to these ESL classes provi뼈 이T the public school sys떠11， other ESL 

m맹runs are made av때able by different 뼈ies to rreet sÇt'Cial r뼈s: 

Al ESL 때맹"aIllS f，아 new llTllT뼈뻐115. These IX뼈"aIllS are provi뼈 by the 

때nistries of immigration and 얹빼oyr뼈lt. 

B) ESL IX맹ran1S for other 었띠t 1댔ners who 없"e oot J1(었않앓rily ‘new’ 

irmnigrants, but who 때n 따뼈uve 야뼈r g'앉lefal English 밟ills cκ any 맹rticular 

asÇt'Ct of lar핑uageu똥， such as conversational, 뼈피19， Cπ αm뼈하뻐lsion 빼I1s. 

C) ESL α맹"aIllS in univeJ빼， en끼ronr뼈1ts are us빼Y Structurro as 때.rrse 

offeri때swi납lÎn the sch∞，1 of continuing 어ucation. 까없 are 웹Ei머Iy att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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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tu따lts who want to 삶V없lCe to dt횡re α뺑'éIIllS at a university level. 

D) ESL pr맹때ns 밍ven by private lan밍age institu없 These pr맹'éIIllS are for 

the 앞u(뼈lts who want to 1eam English in rrα'eIn없허ve courses 때 sma1ler 

c1asses. 

The qualificatioos of ESL 없￡밟3 때y with the 뼈t institution in 때uch 뼈y 

work To 따:lCh ESL c1a앓~ within the public sc뼈，1 system, first of 해1， one must 

have a 뺑버fπ teac.뼈19cer해cate. A빼icants must :furthertrore 때‘:e a seri얹 of 

&뼈빠ro courses in order to satisfy the 뼈띠뼈ænts for re:썼víng 0댐때 

certification as an ESL teacher. 

In ac뼈tioo to ESL 따ICbers in 뼈버ar school systern, 뼈ne as때'e to work in 

따ler tYJe; of en찌rorunents. For 뼈se 따￡뼈'S， ESL 댔해cate c뼈'SeS are offered 

by 없ne univer잉ties， comr뻐nity colleges ar떠 private academies. However, as 

these courses vary in terms of 뼈 cα1따lt ar띠 thel없밟loftt밍띠ng 따.lI'S， the 

TESL As없:iation evaJuat얹 these ESL teacher tt뻐뻐gpr맹ëlIllS. The assα::iation 

issues ESL 따tificates on1y to stl빼lts of 없ining α찌압'éIIllS that rreet set ql때ity 

S때빼tls. As a res띠t， in 뼈ations w뼈'e ESL c1asses are of aJl different ty뿜s， 

뼈 sd뼈S 따ldto 바'e those 떼10 have ob때I때 certification through the TESL 

associatiαl 까le curricuJa of ESL 따ICher 때i미ngpr맹ranlS are vary, however, 

they 짧1erally consist of 었ne 상없Y 때n뚱s ar띠 뼈selγatioo 뼈 practicurn 

n없γ courses are focu때 α1 li때띠S없， tl없ies ar띠 r:nethOOol맹y of sec때 

lar땅uage 않$비ng 뼈 learnir핑， α겠쩡얘때때l 밍'aTll!11ar， 없피 S따aJ 때 psyc뼈때때l 

issues in 않lC뻐19a ser:겠ldl때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