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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재 어교육을 담당하는 어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어교육과 재교육의 지식과 그 구체

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 , 지나치게 원어민 심, 속진 심 어 용 교육 심의 어교육과 어교사 교육에 

내재된 문제 을 분석하고 그 문제 에 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재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을 분석

하고 그 문제 에 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먼  이 두 분야의 문제 을 바탕으로 재 어교육에 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따른 재 어교사 연수의 방향을 제시한다. 지나치게 어 하나에 을 둔 재의 재 

어교육에 한 비 을 바탕으로 이 언어 심의 내용 심과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융·복합 기반의 표 심 

재 어교육을 해야 하고 그에 맞는 재 어교사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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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s to address several problems embedded in the training of English teachers 

for gifted programs. With a critical analysis of current English Education and English teacher training, the 

researcher points out some possible problems in English Education and English teacher training in South 

Korea. The researcher also points out possible problems in teaching English for Gifted Children. Based on 

the given problems, the researcher accordingly suggests available solution to English Education for gifted 

Children, and also better ways of English teacher training for gifted programs. The researcher suggests 

bilingual, production-based and convergence-based English education for gifted children and those English 

teachers for gift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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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0년 후로 한국 교육계에서 가장 심이 되는 주

제는 어교육이었다. 새로운 교수법의 도입으로, 정부의 

의욕 인 개입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어교육의 방향

이  심에서 말 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  

더 어린 학생들로 그 무게 심이 옮겨가고 있었다. 게다

가 ‘ 어 재 교육’이라는 개념(아직 논리  타당성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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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지는 않았지만)의 등장으로 교육계에 새로운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르면서 교육계의 화두는 

창의성과 인성을 시하는 융·복합교육이 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세계 으로 “창의 인(creative)”, 그

리고 “ 신 인(innovative)”이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사

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교육도 외는 아니었다. 창

의성이라는 말이 교육정책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용어

처럼 사용되기 시작했고, 정부와 학교,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그 용어를 어떠한 의문도 없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창의·인성을 한 교육

이 학교교육의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학교 장에서는 

어떻게 창의성을 계발하는지에 한 구체 인 아이디어

가 필요했고, 그 방안으로 융·복합교육이 제시되었다. 그

러나 이런 창의성이나 인성계발 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

장한 융·복합 교육에 한 방향과 구체 인 청사진이 제

시되지 않고 진행되다 보니 일선 학교와 교사, 학생, 학부

모에게 혼란만 가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시  흐름에 맞는 어교육과 창

의성과 인성계발을 한 융·복합교육의 한 부분으로 ‘융·

복합교육을 통한 재 어교육’(‘ 어 재’의 용어의 설

명은, 박진규[1, 2] 참조)에 한 이슈를, 구체 으로 융·

복합교육을 한 재 어교사 교육에 을 가지고, 

논의하고자 한다. 먼  우리의 어교육과 어교사교육

의 문제 을 짚어 보고 그 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후, 

재들을 한 어교육과 융·복합교육을 통한 재 

어교육을 한 어교사교육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영어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어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다. 먼  2006년 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

[3]에 나오는 문제를 먼  분석해 보고 그 주장이 타당한

지 논의한 다음 조  더 구체 으로 우리 어교육의 문

제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

리나라 어교육의 문제 은 양 으로는 으로 부

족한 어수업시수와 원어민 어보조교사  어교과

담교사의 부족을 들 수 있고, 질 으로는 어교사의 

역량 부족  1인당 학  수 과다로 인한 수업 부실, 단조

로운 지필고사 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한 문법, 암

기식 수업 일색을 들 수 있다.

어교육에 한 문가가 아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에 발표한 자료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먼

, 이런 의견이 사회의 여론이고  여론을 형성한다는 

사실이고, 다음으로 이 의견이 상당부분 논리 이고 타

당한 부분이 있지만 학술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 많다

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들을 비 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주

장에서 가장 요한 가정은 어는 어로 가르쳐야 한

다는 것이고 양 인 입력이 가장 요하다는 것이다. 즉, 

어를 어로 가르치고 어시간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

라는 논리가 그 근간이 된다. 간단히 말해 어를 모국어

로 하는 원어민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

법이라는 논리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어교육을 국내외의 선행 연구를 통

해 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문제들이 있다. 첫째, 

이 언어 발달에 한 고려가 없다. 즉, 지나치게 어라

는 단일 언어 발달에 한 강조가 있을 뿐이다. 둘째, 인

지발달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 아동들은 이미 모국어

로 많은 것을 배웠는데도 나이와 인지발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셋째, 유창성 발달에 한 노력이 부

족하다. 정확성에 한 지나친 강조가 유창성 발달에 부

정  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넷째, 읽기와 쓰기 심의 

문식성(literacy) 발달에 한 고려가 다. 이 경우 과거

처럼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단문독해식 어교육이 아닌 

내용 심의 어교육을 말한다. 최근 듣기와 말하기 등 

말 심의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이런 문제의 

핵심이다. 여섯째, 극 인 표  심의 어 교육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 즉, 소극  이해 심의 어교육에 

지나친 이 있어, 쓰고 말하는 표  심의 활동이 매

우 제한 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의 고려가 없

다. 특히 미국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다문화 이해

라는 국제 인 추세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혹자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교육 여건으로 돌리고, 

 혹자는 교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물론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이라고 하는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굴 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문

제들은 단순히 어떤 특정 집단이나 교수법의 탓으로 돌

리기에는 무나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문제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가진 어교육의 숙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지나친 말 심의 

어교육은 인터넷 시 에 문식성을 강조하는 내용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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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교육의 추세에서 다소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특히 교

육 여건과 교사의 변화가 없고 과거의 교수방법을 거의 

바꾸지 않는 한국의 상황은 이런 숙제들을 더욱 더 풀기 

어렵게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교육이 말 심이 아니라 

 심이라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작 의 우리 어교육은  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지 까지 우리의 어교육은 의미

심이나 내용 심이 아니라 지나치게 언어분석 심이

었다. 특히 문법  구조를 분석하고 어휘의 의미 설명에 

치 하는 어교육이었다. 의미와 내용을 악하고 지식

과 정보를 얻는 어교육, 즉, 어를 수단으로 하는 어

교육이 아니라 어를 목 으로 하는 어교육, 즉, 말의 

분석과 단어나 구, 문장의 의미에만 심이 있었다. 이는 

곧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어교육이 아니라

는 의미다.

한 지나치게 미국과 캐나다 심의 북미권 원어민 

심의 어를 이상 인 목표로 설정하면서 실 인 성

취에 한 기 치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하여 학생

들을 사교육이나 외국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 

무분별한 조기유학으로 인한 국부의 유출과 비정상 인 

언어, 인지 발달과  아동학  등의 비정상 인 발달 상

을 래하게 되었다[4]. 이는 우리 어교육이 시 히 해

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4].

III. 영어교사교육의 문제점
이 게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한국 어교육의 가장 

시 한 과제는 어교사교육이 라고 할 수 있다. 비원어

민으로 어활용능력의 기 이 될 수 있는 유창한 어

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교수법에 익숙한 어교사가 새로

운 어교육에 가장 요하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

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어교사교육 여건으로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부분에

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직 어교사의 연수와 

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비교사들의 비와 연계

된 것이다.

먼  직 어교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에 해 살펴보기로 하자. 한마디로 교사연수에 한 의

견의 일치가 거의 없다. 정부의 연수기 들은 어떻게 교

사교육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향설정이 미흡하고 일선 

교사들은 어교사로서 자기계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한 분명한 방법을 알지 못한다. 한 가지 모두가 동

의하는 것은 수업을 어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

력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각기 다른 나이와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어가 어떤 것인지에 한 

정확한 기 이 없는 막연한 개념에 불과하다. 등학교 

어수업에 필요한 교사의 어능력은 어느 정도이고 고

등학교 어수업에 필요한 교사의 어능력은 어느 정도

여야 하는지에 한 개념이 없이 어능력을 말하는 것

은 참으로 성 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교사가 

원어민 수 의 어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어교육이 제

로 된다는 착각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런 에서 어교육 문가들은 학생들의 나이와 

환경에 맞는 교사의 어능력에 한 기 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특히 유창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 네 

가지 기능의 지나치게 이상 인 어수 보다는 학생들

에게 가장 효과 인, 즉 학생들이 가장 어를 잘 배울 

수 있는, 어를 사용할  아는 능력을 가지도록, 이 경

우 교수법이 함께 포함되지만, 교사연수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 부터 교사연수의 내용을 다시 

검하고 학습자에게 맞는 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교

사연수가 어떤 것인지에 한 논의가 본격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인 비교사 선발에 

한 기 과 선발방법에 한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재 고 비 어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칠 학생

들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듣기보다는 객 인 어 수

의 향상을 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듯하

다. 특히 학생들에게 어를 효과 으로 가르치는 유창

성 심의 활용능력을 기르기보다는 공시험을 해 암

기 주의 공부에 치 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 학생들

의 공 역에 나오는 내용들을 더 정확히 이해해서 나

에 가르칠 때 활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은 그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지식을 잘 알고 어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가

장 잘 배울 수 있는 어를 구사하는 것이 더욱 요하기 

때문에 교사 선발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는 

가르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를 잘 활용하는 능

력을 평가하는데 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수 만 

단어를 외우느라고 날을 새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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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알아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를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 살면서 습득되는 유창성은 어휘의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고 쉬운 단어를 효과 으로 

사용하면서 생긴다.

이 게 유창성 심의 학생들에게 효과 인 어구사

능력에 한 기 이 마련되는 경우, 직 교사들은 지나

치게 어려운 어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보다 실

인 면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기 들이 주도하는 5-6개

월 단기연수도 지 보다는 훨씬 효과 일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한 비교사들도 말하기와 쓰기가 심이 되는 

어 표 능력인 어 활용능력에 을 두어 학생들에

게 필요한 어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임용 후 학생들

을 가르치는데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한 그 능력

이 다른 교사들에게도 이가 될 것이다.

IV. 영재 영어교육의 문제점
한 마디로 재 어교육은 재교육의 문제 과 

어교육의 문제 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먼  재교육

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을 어교육과 련된 부분을 

심으로 살펴보자. 먼  재교육에서 이슈가 되는 몇 가

지 키워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차별화, 속진과 심화, 고

등사고 능력, 창의력, 리더쉽 등. 이 에서 가장 요한 

개념은 무엇보다도 차별화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에 한 

논리  타당성의 제시는 재교육이 반  목소리를 차단

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

타깝게도 재들이 차별화 교육을 받아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 증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재 어교육

도 차별화된 교육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하다.  그러나 차

별 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 옳

지 않다는 주장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에 한 

하나의 해결 방안은 교과과정에서 차별 인 내용을 포함

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다.

재교육을 반 하는  하나의 목소리는 재교육의 

목 이 명료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모든 교육은 목 이 

제되어 있다. 재교육의 목 은 그 목 이 일반 교육

의 목 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문성이나 속

도라는 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

조차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  문성이라는 에

서 보면, 어린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문성을 갖출 것

인가에 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 각기 다른 재능을 가

진 재학생들에게 각각 특성에 맞는 문성을 길러 다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한 교육의 형평성과

도 계가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속도의 

문제다. 많은 경우 재교육은 속진이라는 선행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선행이 과연 재학생들의 발달

에 정 인지에 한 확신은 아직까지 없다. 재 선행

학습을 정책 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 속진

과 련된  다른 문제는 교과간의 균형발달이다. 개 

지식이 유의미한 산출물을 창출하기 해서는 통합 인 

능력이 필요하다. 즉, 의미 있는 문학  창작을 해서는 

언어, 사회, 논리, 심지어는 과학까지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런 경우 한 특정 분야의 지식

의 발달을 한 속진은 발달 불균형을 래할 우려가 있

다. 이는 외국어발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요

즘 어학원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등학생이 TOEFL 

공부를 하는 경우, 언어에 한 지식은 있지만 내용을 이

해할 만한 교과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공부의 효과는 상

으로 매우 미약하다. 그러므로 재 어교육에서는 

융·복합  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 다면 재 어교육에서 융·복합  근을 어떻

게 가미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일반교과에 한 지식이 거

의 없는 어교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재 어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이런 교

과 통합이나 연계에 한 연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행히 국어와 어라는 언

어교과가 이런 융·복합 교육을 하기에 장 이 있기 때문

에[2, 6, 7], 언어교육의 내용을 타 교과와 융합 인 자료

를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융합 교과활동으

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물론 이런 활동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교육과 연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학 에서 재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

이다. 이는 일반 교과과정을 그 로 유지하면서 재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많은 국가가 이런 방식

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

성이 높다. 이 경우 에서 언 한 균형발달을 추구하면

서 속진의 가능성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 한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보아도 타당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 인 방안이나 실 인 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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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에 한 안은 재교육에 이 언어 교육을 도

입하는 것이다. 재학생들은 일반 으로 보통아동들에 

비해 언어 발달이 매우 뛰어나 언어를 조기에 배워서 독

서를 많이 하는 것이 일반 이다[5] 그러므로 이런 재

학생들의 조기 문식성의 자원을 활용하는 이 언어 기반

의 재 어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 이고 한 그

들이 이미 모국어로 읽어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융·

복합  근을 하는 재 어교육을 하면 매우 효과

일 것이다. 하나의 를 들면, 박진규가 그의 어 재지

도법 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 인 삼국

유사를 어로 가르치면서 재아들의 배경지식을 활용

하고 한 역사나 정치학과 철학 고고학 등의 교과의 주

제를 통해  융·복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2].

이런 재교육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 

어교육의 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재 어교육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 으로 재 어교육이라는 

로그램을 보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일반

로그램과 거의 차이가 없는 속진이고,  하나는 타 교

과를 어로 가르치는, 즉, 과학이나 수학을 어로 가르

치는 어 용 교육 정도에서 그친다. 이는 어교육에

서도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재교육이 차별화라는 

주장을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한 지나치게 어 용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재들이 외국어

를 더 빨리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어떤 로그

램은 더 빨리 진도를 나가고  더 많은 수의 단어를 외

우도록 하고 있다.

구체 인 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이다. 먼 , 어로 하는 어수업에 해 생각해 보자. 

재아들이 외국어를 더 빨리 습득할 가능성은  근

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 용 수업이 더 효과

일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가장 쉽

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바로 어로 하는 어수업에

서 고등사고능력을 어떻게 신장할 수 있느냐이다. 어

로 사고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재학생들은 자신들의 가

장 요한 사고의 도구를, 즉, 모국어를, 활용하기 힘들

다. 사고의 근간이 되는 모국어를 배제한 수업이 고등사

고능력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재교육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기본 인 어도 구사할  모르는 등학교 

학생의 경우 더욱 심하다.

한 어로 과학이나 수학을 가르치는 경우 교과능

력의 발달이 늦어진다는 이 언어 연구들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8, 9, 10]. 외국어로 교과를 가르칠 경우 어도 

그 말로 읽을 수 있거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지 않

은 경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루기는 매우 어렵고 교과능

력의 하를 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어로 교과

를 가르치는 것은 재교육이 아니라 단지 재들에게 

어를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한 무리하

게 어라는 사고의 수단을 도입하면서 학생들의 교과지

식의 발달도 해할 우려가 있다[4].

솔직히 재 어교육에서 사고력을 신장하는 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재 어교육을 

제 로 할 수 있는지에 한 답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

다. 해법은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재교육과 

어교육 각 분야로 돌아가서 그에 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재교육에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방법

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물론 속진이라는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어교육에서 외국어 습득에 한 

정보를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한 것

은 재아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재아들이 일

반 아동들에 비해 더 많고 깊은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과 한 학습의 속도면서도 빠르다는 사실을 고

려해야 한다[4].

필자가 수업에서 제시한 한 가지 를 들어보겠다[11]. 

아동들에게 Phonics를 지도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 한

의 소리와 어의 소리의 비교와 조를 통한 기존의 지

도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창의  사고를 조장하는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sulleung(선릉)’과 

같은 어색한 지하철 역 이름이나 ‘김연아’라는 이름을 

어로 표기하는 방식에 한 기 인 지식을 배우고, 그

것을 응용해서 Yuna Kim이라는 표기가 타당한지 생각

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 이름이 ‘유나,’ ‘윤아,’ ‘연아,’ 

‘여나’ 등으로 표기될 가능성을 제시하여 보여 다. 다음

으로 이런 표기가 여러 에서, 즉 한국인의 이나 

외국인의 에서, 타당한 것인지 비  근을 하도

록 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표기를 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

아보는 연구활동을 하게 한다. 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통

해 소리의 표기와 발음에 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

게 되고 창의 인 문제해결 방식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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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디지털시대의 융복합 영재교육
이런 어교육과 재교육의 문제는 최근 시  요

구사항인 디지털 시 에 맞는 융·복합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우리는 디지털 시

에 맞는 학습자 심 지능형 학습 시스템[12]이나 가상

실(VR)이나 증강형실(AR), 그리고 최근의 혼합 실

(MR) 등의 새로운 기술을 교육 장에 도입하는 시도까

지 생겨나고 있다[12] 한 최근 정부주도의 학생의 인성

[13]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립러닝[14, 15] 등의 융합형 

교육 로그램까까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어를 가르치

는 일반교사들에게 부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요구사항이 되었다. 특히, 어교사나 

재 어교육을 하는 교사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비록 재 인문사회기반 융·복합 연구는 매우 부족하

고 제한 이지만[15], 차윤정과 동료들은 언어교육과 

어교육은 그 자체로 융합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6]. 그 이유는 언어교육과 어교육은 그 내용이 타 교과

의 내용을 다루고 다양한 융·복합 교과활동이 가능하므

로 본질 으로 융·복합 속성을 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교육의 융·복합 속성을 활용하여 박진규[2]는 융·복

합 기반 어 재교육에 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

다. 그는 서에서 어를 가반으로 고 , 인문학, 사회, 

자연과학을 활용한 교과활동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이런 융복합 기반 교과활동은 재 어교육에서 학

생지도와 교사교육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 융·복합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MOOC나 립 러닝 기

법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16, 17, 18]

VI. 영재 영어교사 교육의 방향
그 다면 이제 문제는 어교사가 된다. 어떤 어교

사가 어떻게 재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로 하자. 물론 가장 요한 제는 수  높은 어능력일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창의 인 사고를 도와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한마디로 어교육에 한 지식과 

재교육에 한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재를 가르치는 어교사들은 세 가지 능력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먼 , 어능력이다. 이는 많은 수의 단

어를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교육의 

상이 되는 아이들이 개 ·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그들이 사용하는 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

어야 한다. 이는 일반 학 을 지도하는 어교사에게도 

같이 용되는 사항이다. 다만 재교육을 해서 교사

는 단어의 어원이나 문장의 구조 등을 조  더 차원 높게 

분석하는 능력을 가질 필요는 있다. 즉, 재아들의 언어

분석 능력을 길러주기 한 기 지식이 실히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교수법에 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경

우 일반 어교사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재아들에게 

사고력이나 창의력 신장을 해 어떤 교수법을 활용해야

하는지는 재교육에서 그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그

런 면에서 어교수법과 재교수법 두 가지 모두에 익

숙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재

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리를 악하게 도와주

는 교수방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재아들은 스스

로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

해야한다. 그러기 해서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달하

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

출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를 가르치는 

어교사들은 표  심의 어교육과 융·복합 기반 언어

교육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의사소통 심 어

교육과도 통하는 부분이다. 다만, 재아들은 사고력과 

창의력 부분에서 더 깊이 있는 융·복합 교과활동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Spivy[19]가 말하는 간텍스트(intertext)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교과지식을 갖추는 것과 이

언어 혹은 다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 한 요하다. 

이는 어교육에서 내용 심(content-based) 교육과 

계가 있다. 그러나 재교육에서는, 차원이 상당히 다르

다. 재교육에서는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차원의 산출을 

가정한 간교과  통합이나 융합이 필요하다. 문제해결을 

으로 하는 언어교육이 그 가 될 것이다. 에서 

를 든 것처럼, 어를 가르치면서 한 의 표기에 한 지

식과 새로운 표기법에 한 연구를 함께 지도할 수 있어

야 한다. 단순하게 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재아

들의 사 지식을 활용해서 어로 된 내용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어를 사용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

야 한다. 배경지식을 조  더 수월하게 활용하도록 학생

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어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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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를 들면, 어로 번역된 콩쥐팥쥐나 단군신화 

등 우리의  고 을 수업에서 다루면 재아들은 상 인

지(metacognition)를 발달시키면서 그들의 분석 이고 

추론 인 능력을 조  더 효과 으로 사용하여 내용을 

악하고 어휘나 구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2, 19].  

다만 이 경우 why, when, where, who와 같은 비  사

고력을 향상시키는 질문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어

로 된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가 왜 이 을 썼는지에 한 비  질문

을 하면서 일반 재 국어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고

력 증진 기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에서 재 어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다. 해법은 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사연수와 재학생

들을 지도하는 재 어교수법에 한 연수를 함께 하

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 재교육에서 무엇

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실습과 찰을 

통해 보는 것이 요하다. 이는 재교육을 담당하는 

어교사 연수에서 담당교사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실 인 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된

다.

Ⅶ. 제한점 및 결론
본고는 재 어교육이 이제 걸음마를 하는 상황에

서 문제 을 찾아보고 새로운 방향에 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심이기 때문에, 장에서 

용한 사례에 한 장의 교사나 학생들의 목소리가 배

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고, 교사연수나 장 교육을 통

한 실증  실험 연구의 데이터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나 교육 장에서 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그것은 추후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야 할 것이

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재 

어 교사교육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는 것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어교육을 통해 재교육이 더

욱 풍성해지고 새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

서 재 어교과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재 

어교사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기한 

이런 문제제기가 새로이 시작하는 역에 작으나마 장

을 일으켜 이 분야가 어떤 다른 분야보다 의미 있는 분야

가 되기를 기 해본다.

재 어교육은 단순히 두 역이 합쳐지는 것은 두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재 어교육은 단지 속

진이나 어 용 교육이 해법이 아니다. 어교육과 

재교육이 만나는 것은 두 분야의 일 일 통합이 아니라 

 다른 범주를 만들어 낸다. 한 다양하고 특별한 재능

을 가진 재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는 다양한 최

근 사회의 흐름과 방향에 지속 인 심이 필요하고, 시

를 앞서가는 다양하고 창의 이고 극 인 자세도 요

구되며, 미래 사회를 정확하고 희망 으로 읽고 바라보

는 정 이고 건설 인 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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