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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어교육 정책과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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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Language Policies in Korea and Globalization
Bok-Myung Chang1)
요 약
본 연구는 세계화가 강조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의 한국의 영어교육정책의 변화 과정을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혁내용과 교육과정을 기초로 출판된 영어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 영어교육 정
책의 세계화 지향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부적인 연구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는 세계화 교육 정책이 도입된 1990년대 이후의 영어교육의 정책
변화를 교육과정의 변천 내용을 통하여 분석한다(Chang, 1996, 1999, 2001, 2009; Kwon, 2000). 둘째는
제6차 교육과정 시기 및 제7차 교육과정 시기(Yim, 2007),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 시기(2009년, 2015년)
에 출판된 영어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의 영어교육 정책과 세계화 전략의 연관성을 입증한다.
연구 방법은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그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집필된 영어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교과서 분석은 영어교과서의 틀을 구성하는 교수요목 설계와 교과서의 주제 구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영어교육 정책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을 구비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개편되어져 왔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특별히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적용된 제6차 교육과정은 의사소통중심의 교수요목을 채택하여
문법-구조중심 교수요목을 채택한 이전의 교육과정 시기와 질적인 차이를 초래했으며, 제7차 교육과
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적용하여 출판된 영어교과서는 주제를 채택한 측면에서
외국문화를 도입하고 또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한국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무시키는 주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영어교육 정책이 세계화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개
편되어 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핵심어: 영어정책, 교육과정, 영어교과서 분석, 세계화

Abstract
This study aims to historically survey the developmen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policies in Korea
in order to prove that English education policies in Korea have developed to cultivate Korean students who
are capable in a globalized world.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purposes: first, this paper aims to survey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from the 6th national curriculum because
English language policies of Korea have emphasized to cultivate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Korean
students since 1990s. Second, this study analysed English textbooks published based on the national
curriculum(the 7th national curriculum and the revised curriculum(in 2009, and 2015)). Also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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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ed two criterion of textbook analysis: the one is the syllabus design analysis and the other is the
thematic construction analysis for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This study can reveal that the
innovations of English education policies from the 1990s after the 6th and 7th national curriculums were
reformed to direct English education in Korea appropriate for the globalized world. From the analytic
results of English textbooks published after 1990s, we can conclude that the policies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have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cultivating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nd national identities
of Korean learners in order to achieve the aims of English language polices; to raise the young generation
who are able to meet the needs of the globalized world.
Keywords : English Language Policy, the National Curriculums, English Textbook Analysis, Globalization

1. 서론
한국의 영어교육은 19세기 말 근대화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동문학, 육영공원,
관립외국어학교 등 근대식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아울러 이 시기에는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하
려는 목적으로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이화학당, 배재학당, 경신학교, 배화여고, 등)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를 한국 영어교육의 태동기라고 규정한다. 그 후 일제침략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영어교
육은 한걸음 후퇴하는 국면을 맞게 된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제정된 이후는 제1차 교
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각 시기별 교육과정이 제정되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내용이 결정되었다. 특별히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경기가 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 구사력 배양이 영어교육의 목표로 부
각되면서,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도 문법 중심 교수요목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요목으로 탈바꿈
하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장복명 외., 2016; 147-148).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 가입되면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영어 구사력 배양이 영어교육의 목표로 선
명하게 부각되면서, 영어과 교육과정도 문법 중심 교수요목에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요목으로 탈바
꿈하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듯 한국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화 속에서 국가 경
쟁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모든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영어는 세계화시대에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Kramsch,
2014; Yim, 2007). 21세기 사회에서 영어는 국가와 개인의 발전 차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생존
기술로 평가된다.

2.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영어교육 정책 변화
한국도 세계화를 위한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에는 “세계화 시대”를 천명하고 한국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 경쟁력을 배양
하는 것을 국가 정책의 목표로 천명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능숙도를 배양하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교육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1992-1997), 제7차 교육과정
(1997-2006)의 시대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한국인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한국이 OECD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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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 국제화시대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교육의 국가발전과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강조하
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영어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어과 교육과정은 의사
소통 중심 교수요목을 도입하고, 언어기능을 재분류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는 등, 교육과정의 내용에 질적인 전환이 초래되었다(Chang, 1996, 2001,
2007). 1990년대 이후에는 영어교육의 목표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초등학교에 영어과목이 필수로 지정되고, 원어민 영어교사를 직수입하고, 수학능력 시험에 영어듣
기 평가가 도입되는 등 영어교육 내용에 본질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시도되었다(Kwon, 2000). 이러
한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한다. 1) 한국의 영어교육
정책이 세계화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변화한 내용을 입증한다. 2) 1990년대 이후
교육과정 개편의 내용을 비교하여 교육과정 개편내용이 세계화 전략을 반영한 정도를 고찰한다. 3)
제7차 교육과정 시기와 개정교육과정 시기(2009년, 2015년 개정)에 편찬된 영어교과서 내용을 분석
하여 주제 선정의 측면에서 세계화지향성을 평가한다.

3. 연구 방법
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교육과정, 교사교육 방안, 대학입학시험 정책, 교과서 집필 지침 등을 통
하여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 중에서 본 연구는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과 영어교과서를 분석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3.1 교육과정 개편 내용 분석 : 1990년대의 영어교육 정책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6차 교육과
정 시기 이후부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탄생된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내용을 고찰하였다.
3.2 영어교과서 분석 : ● 분석 기준 1: 교수요목 설계 – 제6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문법-구조
중심 교수요목 시기와 의사소통 중심 교수요목 시기를 비교하여, 교과서의 교수요목 설계 부분에
서 한국 영어교육 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한다.
● 분석 기준 2: 교과서 주제 구성 - 2009년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기초로 출판된 중학교
영어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의 주제 구성을 분석하고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출판된 영어교과서
의 주제와 비교하여 영어교과서의 세계화 지향성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교과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중학교 교과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교과서 분석 대상
[Fig. 1] The subjects of English textbook analysis in this study
학년
중학교 1 학년
중학교 2 학년
중학교 3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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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육과정
2015년 개정

출판 연도
2018년

2009년 개정

2013년 ~ 2015년

출판사
천재교육, 능률, 동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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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1990년대 이후의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의 특징과, 개정 교육과정(2009년, 2015년 개정)을
기초로 출판된 영어교과서의 교수요목 및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내용
한 국가의 교육과정은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의 영어과 교육과
정도 각 시대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변경되어왔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는
셰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 1990년대 이후의 교육과정은 그 내용면에서
이전의 교육과정 시기와 질적으로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왔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
면 <표2>와 같다.
[표 2]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개편 내용 요약
[Fig. 2] The summary of the curriculum revisions after the 6th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시대구분

시대적 배경

1954
1992

·한국 최초로 교육법이 공표되고 교육과
정이 최초로 제정됨
·한국사회의 변화상이 교육과정 내용에
반영되면서 변화과정을 거침

제6차

1992
1997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한국인이 자신감을
회복함
·한국이 OECD에 가입하게 되어서 국제
화 시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
·국가발전과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강조

제7차

1997
2006

·교육과정에 구성주의 철학을 도입
·구성주의 교육철학에 기초하여 교육의
형식보다는 학생들 스스로의 학습능력을
강조

제1차
~ 5차

개정

2007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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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차 순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
아닌 2-4년에 한 번씩 수시로 개정이 되
는 정책으로 전환됨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문법에 대한 기초 능력, 회화 능력 및 각
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 배양
·영어의 4가지 종합적인 어학능력과 사용
능력의 배양
·외국어를 통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강조함
·영어의 4가지 기초능력을 신장하여 의사
소통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함
·인간적인 발달과정을 중시함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요목 도입
·실용성 우선의 방법과 내용 도입
·언어기능의 재분류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사용 능력을 신장시
키는 것을 강조
·음성언어 우선의 영어교육
·수준별 교육과정 권장
·다양한 학습과업을 통한 수행활동 강조
·학생 중심 교육과정
·외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 함양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이 증대됨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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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함

2015년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교
육과정을 개정함

·교육과정 내용 적정화 및 연계성 강화
·실제적 영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
영어 교육 강화
·‘공통교육과정(초등 1-6학년, 중등1-3학년)’
과‘선택교육과정(고등 1-3학년)’으로 교육과
정을 구성함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Software 수업 강화
·범교과영역 10개로 축소 및 간소화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6차 교육과정 시기 중에는 한국이 OECD회원국에 가입하게 되면
서 국제화시대에 알맞은 영어구사력 배양이 영어교육의 목표로 강조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영어교
과서를 구성하는 교수요목 설계가 문법-구조 중심 교수요목에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요목으로 탈바
꿈하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강조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외국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문화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
는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도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
을 늘리고 실제적 영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영어과 교육과
정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영어교과서 분석 기준 1: 교수요목 설계
“교육과정 개혁” 이라고 명명되는 제6차 교육과정 시기(장복명, 1996)는 이전의 교육과정 시기와
대비되는 다양한 변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수요목 설계부분에서 제1차 - 5차 시기
까지 채택한 문법-구조 중심 교수요목에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요목으로 개편하여 영어교과서가 의
사소통중심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표3>에서 요약되고 있다.
[표 3]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수요목 설계
[Fig. 3] The syllabus design after the 6th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1990년대 이전
1차 – 5차 교육과정
(1955 – 1991)
문법 -구조 중심 교수요목
문법을 중심으로 교수요목이
설계됨
①문장의 구조
·문형
·문형의 성분 및 구조
②문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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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6차 교육과정
(1992 – 1996)
기능 중심 교수요목
의사소통 기능
9개 범주
39개 기능 항목
①생각의 표현
②느낌의 표현
③친교 활동

7차 교육과정
(1997 – 2006)
다중 교수요목
의사소통 기능
7개 범주
87개 기능 항목
①친교활동
②사실적 정보 교환
③지적 태도 표현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09 - )
다중 교수요목
의사소통 기능
11개 범주
134개 기능 항목
①정보 전달하기와 요
구하기
②사실에 대한 태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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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어형 변화
④화법
⑤분사 구문
⑥가정법
⑦비교 구문

④대인 관계 형성
⑤부탁
⑥지시
⑦정보교환
⑧의견교환
⑨문제 해결

④감정 표현
⑤도덕적 태도 표현
⑥설득과 권고
(2007년 개정:
지시와 권고)
⑦문제해결하기
(2007년 개정:
상상하기)

현하기
③지식, 기억, 믿음 표
현하기
④양상 표현하기
⑤의지 표현하기
⑥감정 표현하기
⑦도덕적 태도 표현하
기
⑧설득, 권고하기
⑨사교활동 하기
⑩담화 구성하기
⑪의사소통 개선하기

교수요목은 한 국가의 교육 정책을 실현 가능한 교육 방법으로 구체화시켜서 교육 현장에 직접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영어교과서를 제작하는 기본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영어과서 연구
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장복명, 1996). 특히 세계화 교육을 지향하는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문
법-구조 중심 교수요목을 탈피하고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교수요목을 채택한 것은 한국 영어교육
의 역사적 관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이후 제7차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시기를 거치면서
의사소통 항목이 다양화되고 또한 예시문들이 충분하게 제시된 것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
상시키는 방향으로 영어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영어교육의 발전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3 영어교과서 분석 기준 2: 주제 구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정 교육과정(2009년, 2015년 개정)의 교과서 집필기준을 적용하여 출판된 중학
교 영어교과서의 주제 구성을 분석하고, Yim(2007)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출판된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주제 구성을 비교하여 현행 영어교과서의 세계화지향성을 비교∙평가
하였다.
1) 제7차 교육과정 시기(2000년

출판) :Yim(2007)은 두산, 지학사, 천재교육에서 발행된 중학교

1-2학년 영어교과서 모두 6종류를 대상으로 교과서의 주제와 제목을 분석하여 국제화정책이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Life in Foreign Countries”, “Life in
Korea”, “Korea in the world”와 같은 주제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영어교과서 주제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한국의 영어교과서 제작에도 국제화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2) 개정 교육과정 시기 (2009년, 2015년 개정): 세계화에 관련된 주제 이외에 과학의 발전이나 동
물에 대한 관련 주제가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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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행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주제 구성 분석 결과
[Fig. 4] The results of the theme analysis for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in Korea
Topic

Percentage (%)
5.7
5.7
5.7
4.5
1.1
10.9
3.4
8.0
2.2
2.2
8.0
4.5
6.8
6.8
4.5
3.4
10.9
3.4
4.5

Community
Friends in foreign countries
Fiction
Family
Sports
Art
Leisure
Animals
Language
Voluntary Work
Travel
Friends
Cultural Difference
Environmental Issues
Career Counseling
Korea in the World
Science
Health
Economy Education
Total

100

(중학교 1학년(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2018년 출판), 2,3학년(2009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2013년- 2015년
출판), 천재교육, 능률교육, 동아출판사)

<표 4>는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영어교과서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 공동체 생활(5.7%), 외국친구사귀기(5.7%), 소설((5.7%) 주제 비율이 높으며 또한 문화적 차이
점을 비교(6.8%), 환경의 문제(6.8%), 동물(8.0%), 여행(8.0%) 주제가 높은 비중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도 예술(10.9%), 과학(10.9%) 주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창
의성과 과학적 소양을 배양하는 교육의 목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화적 차이점을 비교하는 주제나 한국의 전통적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거나 문화적 자긍
심을 강조하는 주제(Wonderful Korea, Taste of Korea, We Love Korea!, A trip to Dokkdo,
Young Diplomats in Korea, Treasurers for All Koreans!, etc)가 비중 있게 소개되고 있음을 입증
할 수 있었다.

5. 결론
1) 한국의 영어과 교육과정은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어 적용된 이후 현재까지 시대적
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변천되어 왔다.
2)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영어교육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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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3)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게임, 해외여행자유화 정책, 한국의 OECD가입 등 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위상변화와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국제화의 열풍이 한국의 영어과 교육과정 시기를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교육과정의 개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4) 세계화에 대한 한국의 영어교육 정책의 변화를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서 입증해보았다. 그
결과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는 그 이전의 문법-구조 중심 교수요목 설계에서 기능중심의 교수요
목을 도입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정책은 제7차 교육과정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 의사소통 기능
항목과 예시문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5) 세계화에 대한 영어교과서의 대응 내용을 영어교과서의 주제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Yim(2007)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제작된 영어교과서에서는 “Life in Foreign
Countries”, “Life in Korea”, “Korea in the world”와 같은 주제의 빈도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서 한국의 영어교육 정책이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9년과 2015년의 개정 교육과정을 기초로 제작된 영어교과서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도 세계화에
대한 주제 비율도 높지만, “Science”이나 “Arts”에 대한 주제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과학적인 지식이나 개인적인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 영어교육의 정책은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동시에 한국의 이해, 전통, 국가적 정체성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21세기 한국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의 추세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영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영어과
교육과정 개편과 영어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평가해보는 것은 한국 영어교육의 위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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