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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김 정 렬(한국교원대학교)

<국문초록>
외국어로서 영어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 질수로 영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진다. 현행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수업 시간을 늘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국어 교육사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은 몰입교육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몰입식 영어교육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교육과정 체제로 운영되
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의 내용교과와 영어를 통합한 한국형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안한다. 개략적으로 그 방향은 영어 사용 정도에
대한 유연성과 부분몰입을 절차적 지식을 많이 요하는 예술과 체육 교과에서부터 수
학과와 실험과 탐구 학습을 요하는 과학 및 사회과로 점차적으로 넓혀서 진행하는 것
이다. 아울러 영어과의 내용은 이들 학과를 영어로 배우는데 필요한 CALP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의 내용으로 조직되고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통합교육(integrated education), 초등영어(elementary school English), 몰입교
육(immersion)

Ⅰ. 서론

영어교과는 교과 내용의 선택에 있어서 교과간 통합적 성격이 강하다. 초등영어교
과서에 나타난 주제의 통합(이선아, 1999)에 따르면 영어교과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주제는 다른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교육과
정의 편성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인데, 분과주의적 교육내용의 인위적 분할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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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그 하나는 교육내용의 중복현상으로 동일한 내용이
여러 교과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와 같은 지식산업 사회에
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의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기존의 교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계절의 변화라는 주제는 초등학교의 거의 모든 교과에
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나노기술이라는 주제는 어느 교과에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나노기술이 계절의
변화 이상으로 그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
도 없다. 그래서 지식의 분과주의적 교육내용 분할은 이와 같이 내용의 중복과 학생들
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 선택에서 누락되는
학습내용 중복과 누락의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 수업시간표의 경제성 및 효용성, 현실
생활과의 연계 및 학교의 학습내용과 실제 세계 경험의 일치, 정보들 간의 관련성을
찾는 인간의 정보처리현상에 통합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합교육의 다학문적 접근 또는 간학문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영어도 통합의 중요한 도구 교과로서 학생들이 영어를 영어 수
업 시간에 학습하는 교과목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자연스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영어가 학생들이 배우
고 있는 다른 교과로부터 동떨어진 하나의 교과만으로 존재해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이미 초등학교 교과서는 타교과와 주제, 소재 및 학습활동에 있어서 연계성이 있으
며(송정미, 1996; 김현진, 1998; 이선아, 1999), 다양한 측면의 성장 과정에 있는 초등
학생의 영어교육에 교과 통합의 필요성이 검증되었고(박약우, 1996), 영어로 가르친
내용교과의 결과가 내용교과의 습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문태혁
(2004)은 밝히고 있다. 통합수업은 풍부하고 의미 있는 언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초․중등 교과 과정을 상호 연관시켜 편성하여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
는 효과적인 영어학습 방법이다(김정렬, 2003).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교과를 담
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넓게는 교육과정 개정시 영
어교과와 타 교과와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그 정도를 학교급 별로 정하는 데 있어 진
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재근, 2004).
초등영어교육에서 통합교육을 논하게 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사와 학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
는 물리적 수업 시수의 문제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하는 영어교육으로 그
학생의 영어능력이 의미 있는 정도로 신장되리라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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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영어 수업 시수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노출 시간을 늘려주는 일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
상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교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교과간 통합적 소재, 방법 및 결과물
의 공유 기회가 많고, 아울러 교과간 통합을 통해서 실생활의 소재를 풍부히 담을 수
있으며, 타교과 학습을 위해 영어를 도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지식이 아
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지식을 학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셋째, 우리는 항
상 ESL에서의 영어교육은 EFL의 영어교육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양자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하고 들어왔다. 그러나 EFL환경에서도 얼마든지 ESL적 영어사
용 환경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어마을이나 얼마 전부터 진
행해 왔던 English Zone의 운영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물론 이들 ESL Island의 사이
즈나 환경 및 운영방식에 따라서 성패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EFL환경에
서 ESL Island의 구축이 가능하고 그러한 환경 구축 방안의 하나가 바로 통합 영어교
육 프로그램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학습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 밖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사실 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영어교육 내용은 실생활에
의 적용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하루 일과 중 많은 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
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과 내용과 관련한 학습활동에 할애하고 있으므로, 학습내용과
관련된 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
로 학교에서 영어 및 내용교과의 지도가 이루어지면 CALP가 역으로 필요한 경우에
BICS로 전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초등영어 통합수업의 가능성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증되
었는데, 즉 통합적 언어지도의 가능성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소재, 교
수․학습 활동 면에서 영어교과와 타 교과의 관련성으로 논의한 연구(송정미, 1996;
김현진, 1998; 이선아, 1999)와 과학과를 중심으로 내용중심 통합을 실시하여 CALLA
프로그램의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연구(박기화, 2003) 등에서 통합수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연구에서 일치하는 결론이 통합 영어수
업이 진정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표 언어에 대한 노출을 효과적으로 증가
시킬 수 있었다는 점인데, 이는 곧 통합수업의 한 유형인 몰입 수업의 효과와도 연관
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한국적 몰입 수업의 가능성과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Ⅱ. 초등영어 통합교육 프로그램

1. 목표 및 특징
초등영어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몰입프로그
램과 같이 모든 교과를 목표어로 가르치는 이중 언어 교육에서부터 부분적으로 목표
어를 도입하여 가르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내용과
목표언어의 통합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이분법적 구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통
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의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완전통합(immersion)

분리(core)
통합의 정도

강 <---------------------------------------------------------------> 약
통합의 형태
몰입↔부분몰입↔전이(sheltered)↔부가(adjunct)↔특수목적영어↔일반영어
〔그림1〕 통합의 형태 및 정도

몰입은 모든 내용교과를 목표어로 가르치는 완전한 형태의 통합인 반면에 일반영어
라는 교과를 따로 두고 영어 시간에만 영어를 배우는 경우가 내용과 목표어 학습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이다. 그 양극단 사이에 일부 교과를 목표어로 가르치는 부분몰입,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영어와 부분적인 모국어 사용을 허용하면서 마침내 학습자를
주류 영어 수업으로 전이시키기 위한 전이 프로그램 및 목표어 학습시간 동안 주어진
내용교과의 수업에 필요한 목표어 내용을 학습시키고 동시에 내용학습을 해당 시간에
병행하는 형태인 부가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특수한 직업분야나 목적을 위해서 목
표어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특수 목적 영어 프로그램이 있다.
통합의 가장 강한 형태인 몰입 프로그램은 이중 언어의 범주에 속하는 제 2언어 교
육의 한 방법으로서 1960년대 캐나다에서 처음 정규 과목을 가르칠 때, 영어를 교수
언어로 사용했던 방법이다. 그러나 몰입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전체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해당 외국어로 수업 받음으로써 외국어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Met & Galloway, 1992).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목을 제 2언어를 사
용하여 학습함으로써 교과목의 내용과 목표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도록 하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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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언어 교육으로 제 1언어를 습득한 방법과 같이 제 2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 한다.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Genesee, 1987,
p. 52). 첫째,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기능적인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한다.
둘째, 적정 수준으로 모국어를 유지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게 한다. 셋째, 교과목의 학
습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학년에 맞는 학업 성취를 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학습자들의 정체성, 그들의 모국어와 그 문화에 대한 사고를 손상 하지 않고 목표어와
그 사용집단의 문화를 습득하게 한다.
통합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 2언어는 교과과정 내의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언어와 교과 내용을 완전히 통합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
의 목적은 제 2언어 사용 능력, 정규 교과 과정의 학습, 모국어 사용 능력, 문화의 이
해 등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는 목표어로 진행되는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교과
목을 배움으로써 부수적으로 목표어를 학습할 수 있다. 몰입 목표어 교육 프로그램은
1965년 캐나다 몬트리올 근교에서 처음으로 불어 교육에서 시행되었는데, 이 당시 영
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은 불어를 모국어로 하는 교사로부터 불어를 수단으로 매
일 반나절 동안의 수업을 받았다. 학생들이 불어와 정규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습득함
으로써 이러한 몰입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에도 급속도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몰입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의 교과 활동이 목표어로 진행되므로 다른 외국어 프로그램에
비해 수업 시간이 길고 수업 강도도 높다.
통합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면은 먼저, 교과목의 활동 내용에 초점을 두
므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매체로서의 목표어는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앞
서 언급되었듯이 통합 프로그램의 기본적 전제는 모국어를 습득한 방식과 같이 자연
스럽게 목표어를 터득하는 것이다. 목표어를 수업의 매체로서 활용할 때 학습을 위한
교과목이 아닌 교과목을 배우기 위한 매체로서 인식하게 되므로 목표어에 자연스러운
접촉과 습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유의미한 문맥에서 목표어를 이해하여 실제
의사소통중심의 언어 학습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
둘째, 이 프로그램은 목표어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은 사회에서 목표어를 접할 기
회를 부여해 준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는 목표어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를
접할 기회는 단지 목표어 수업 시간외에는 거의 없을 뿐더러 목표어 수업 시간에서조
차도 언어를 의사소통 수단이라기보다 하나의 교과목으로 배우고 있다. 통합 외국어교
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목표어 학습을 위한 어학연수와 같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어학
연수의 일차적인 목적은 자연스런 환경에서 목표어를 습득하면서 목표어권의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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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이므로 목표어를 많이 접하는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도 이런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넷째, 목표어 사용에 있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어학연수를 하고 난 후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주 큰 능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사람
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어학연수를 경험하고 나면 외국인과의 대면에서 어색함을 없
애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만은 공통적인 일이다.
다섯째, 수업 매체로서의 목표어를 사용함으로 목표어에 대한 학습 동기를 강화시
켜 줄 수 있다.
여섯째,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속한 문화를 넣은 다양한 과제 중심의 활동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 방법, 즉 여러 교과의 내용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총체
적으로 다루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끝으로, 목표어의 숙달도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Lambert와 Tucker(1972)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 학습자들은 목표어 표현능력(말하기,
쓰기)에 있어서 원어민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나 이해 능력(듣기, 읽기)에 있어서는
거의 원어민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이 글에서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실시 시기, 실시하는 범위, 목표어의 수와 참
여 집단의 수에 따라 분류되어질 수 있다. 실시시기에 따라서 초기 통합, 지연된 통합,
후기 통합으로 나뉘는데, 초기 통합 모형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목표어로
학습하는 방법이고, 지연된 통합 모형은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는 목표어 시간에만 그
언어를 학습하다가 4, 5학년 때부터 통합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방법이며, 후기 통합
모형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목표어 시간에만 해당 외국어를 학습하다가 초등학교 이후
부터 통합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또한 통합 모형은 실시하는 범위에 따라 완
전 통합과 부분 통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완전 통합은 교과목을 목표어로만 수업하는
형태이며 부분 통합 프로그램은 모국어와 목표어가 각각 50%가 되도록 수업을 진행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 목표어의 수와 참여 집단의 수에 따라 일방 통합과 쌍방 통
합으로 분류되며 일방 통합은 1개의 같은 언어 집단이 참여하며 쌍방 통합모형에서는
2개의 다른 모국어와 목표어 집단이 언어 교환 방식으로 참여한다. 통합프로그램의 종
류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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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합프로그램의 종류
기 준

내 용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

실시시기

실시범위

명 칭
초기 통합

4, 5학년부터 시작(프로그램 실시 이전에는 외국어
지연된 통합
시간에 목표어 학습)
초등학교 이후 7학년 정도부터 시작(프로그램 실시
이전에는 외국어 시간에 목표어 학습)

후기 통합

실시 초기에는 전적으로 제 2언어로 수업을 하다
초등학교 3, 4학년의 중반기에 이르러 제 1언어로
국어와 타 교과를 가르치고 점차로 제 1언어로 수
업하는 비율을 높여 초등학교 졸업 시에는 제 2언
어와 제 1언어의 비율이 50:50으로 되도록 실시

완전 통합

실시 초기부터 제 2언어와 제 1언의 비율을 50:50
이 되도록 하여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그 비율을 유 부분적 통합
지
참여집단의 1개의 동질적 언어집단이 참여
사용 언어의
2개의 이질 언어집단이 참여하여 상호작용
수

일방 통합
쌍방 통합

일방통합은 통합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미국과 같이 영
어 일변도의 교육을 강요하는 맥락에서는 일방통합은 빠른 시간 내에 영어를 배워서
주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전이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에 캐나다와 같이 다문화 공존 사회에서는 영어권 지역에서는 불어를 배우고 불어권
지역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이중 언어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한국과 같이 영어 능
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될 수 있도
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쌍방통합의 경우는 대부분 주류언어 사용자와 소
수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쌍방향 통합교육을 통해서 주류언어 사용자
는 소수언어 사용자의 모국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소수언어 사용자는 주류언어 사용자
의 언어를 통해서 내용을 배우는 형태의 통합으로서 두 집단 모두 주류언어와 소수언
어의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형태이다.

3. 통합교육의 사례
통합교육은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어 교육에서 아주 전통적이고 오래 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한자 교육이 도덕과 외국어 읽고 쓰기의 통합교육으로 이루어
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교육의 시작도 기독교 사상이나 의학교육 등과 같은 특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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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위한 영어교육으로서 자연히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유럽에서도 60년대부터
이루어진 소련의 외국어교육, 유럽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어교육은 모두 통합
형 외국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동부유럽의 헝가리도 최근에 중등교육에
서 1년간의 외국어교육 예비과정을 거쳐서 목표어로 이루어지는 통합 외국어 교육 프
로그램에 등록해서 중등 4년간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Grabe &
Stroller, 1997). 그리고 홍콩에서도 학생들의 30%를 중등에서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
에 등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Goldstein & Liu, 1994). 미국에서도 K-12에
서 187개의 학교가 전체 또는 부분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82개 학교가 쌍방통합
으로 목표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Met, 1994).
통합 교육은 이제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헝가리,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등 수많은 국가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외국어 교수
및 교과 교육 방법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캐나다, 미국, 일본의 경우만을 간략하게 소
개한다.

가. 캐나다의 통합 교육
St. Lambert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통합교육이 캐나다를 통합 교육의 시발점으
로 알려지게 하였다. 오늘날 캐나다의 불어 통합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영어
사용권의 초,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Core French와 French 몰입교육
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불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매일 한 시간 또는
매주 몇 시간씩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불어의 기본적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프랑스식 혹은 프랑스식 캐나다 문화를 이해하고 흥미를
가지게 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비하여, 후자는 학교 수업의 상당 부분이 불어를 교
수 언어로 진행되는데 모든 교과 또는 다수의 교과가 불어로 가르쳐진다. 이 프로그램
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제 1언어인 영어를 완전히 습득하고 다른 교과목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불어의 유창성을 확보하면서 프랑스 문화를 이해하는 것
이다(장미향, 2002).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성취결과를
나타내었다. 현재에도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학생들 중 약 75%가 교과로서의 불어
교육 또는 통합 불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의 통합 불어교육은 1965년에 시작된 몰입 프로그램의 효시였고 현재도 2000
여개가 넘는 학교에서 30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통합 불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통
합 불어교육의 효과 연구에서 나온 일관된 결과는 첫째, 통합 불어교육에 참여한 학생
들의 영어실력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고, 둘째, 통합 불어교육에 참여
한 학생들의 내용교과 실력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으며, 셋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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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불어 실력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는 것이다.

나. 미국의 통합 교육
1971년부터 캐나다의 통합 교육을 모방하여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캐나다의 경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학생
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Campbell의 연속 보고서는 통합을 이용한 외국
어 교육이 교육 경비 면에서나 교육 효과 면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
였다.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공과대학의 독어와 기계공학 복수전공의 경우 학교에서 통
합 독일어 교육을 받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인턴을 해서 복수학위를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아주 성공적인 이중언어 사용자를 배출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Grandin, 1993; Wesche, 1993). 또한 동미시건대학교 언어학과와 국제경
영학과에서는 복수전공으로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일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해
당 언어로 경영학을 공부하도록 했는데 졸업생들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언어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취업도 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rueger & Ryan, 1993; Palmer, 1993).

다. 일본의 통합 교육
일본은 영어와 전혀 다른 문자 체계를 사용하고, 문화, 교육 환경, 국민의 정서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외국어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다. 통합 교육은 1992년부터 시즈오
카 현의 가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는데, 이 학교에서는 초기 부분 통합학습 형태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전체 교과내용의 1/2 ~ 1/3 정도의 수업을 영어로 실시
하고, 교과 과정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국정 교과과정을 따랐으며, 교재도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시험문제도 정규 학급과 동일한 시험문제만 사용하였다.

라. 일본 동경한국학교
동경 한국학교의 통합 영어교육은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대상으로 이
루어지며 가능한 전체 강의의 50% 이상을 영어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어의
필요한 언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에게 1학년 때부터 영어 교과를 따로
지도하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이 언어의 4기능을 모두 가르치고 있다. 교
육과정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미국의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습자들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며 학습자들
도 자신들의 영어실력이 통합 영어교육 때문에 많이 향상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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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울 영훈 초등학교
1995년부터 영어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영훈 초등학교의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이점은 외국인 학교와 달리 한국의 교육과정을 영어로 지도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을 익히는 가운데 외국어도 자연스럽게 학습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한국 교육과정 이수와 이중 언어(bilingual) 사용 능력을 갖춘 정체성 있는 한국인을
기를 수 있고, 학습자들이 이중 언어(bilingual)를 사용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두
가지 언어로 사고함으로서 지적 성장과 동시에 높은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아
울러 원어민과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는 마음
이 길러져, 어린이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기를
수 있다(영훈초등학교, 2005).
2002학년도 현재 영훈 초등학교는 전 학년에 통합 영어교육을 받는 학급이 있다. 1
학년∼3학년은 각 학년 4개 학급 모두가 몰입교육을 받고, 4학년은 3개 학급, 5～6학
년은 2개 학급 씩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가면 앞으로 3년 후에는 전 학급
이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급이 될 것이다. 통합 영어교육을 받는 학급
에서는 한국 담임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부담임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월요일
에서 금요일은 한국인 교사, 원어민 교사 가 각각 15시간씩을 지도하고 토요일은 한국
인 교사가 전체 어린이를 지도하고 있다. 원어민 교사는 단순히 교과를 가르치는데 그
치지 않고 학급 담임으로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
의 생활을 돕기 때문에 실제 학습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활발하고 적극
적인 언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훈 초등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의 수업 시간수를 확보하면서 한국 교육과정을 충
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고시하는 시간 보다 주당 1～2학년은 13시간, 3～4학
년은 9시간 5～6학년은 6시간을 초과해 지도하고 있다. 원어민 교사가 지도하는 교과
는 학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영어의 기본을 지도하는 English
Language Art가 모든 학년에서 10시간 씩, 그 밖의 교과로는 어린이들이 수업 활동을
통하여 학습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교과인 수학, 과학 및 통합교육을 배정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과정에는 교과의 분과 보다는 통합 교육과정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많
아 과학과 사회가 통합된 Theme Study 시간을 배정하여 원어민들이 지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 영어교육을 실시한 후 효과를 살펴보면, 통합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
의 모국어 성취도가 모국어로만 공부 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비슷하였다. 영어로 말하
고 듣는 능력은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과 같은 수준을 보였고, 읽고 쓰는 능력도 같
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훈 초등학교 출신 어린이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나 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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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전학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가 ESL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학교
의 교과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교과 내용의 성취도를 볼 때 수학, 과학, 사회 과목
에 있어서도 모국어만을 공부하는 어린이들과 같은 비슷한 실력을 보였으나, 수학이나
과학을 두 가지 언어로 공부하고 교과 학습 성취 면에서 높은 사고를 보였다. 마지막
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영훈초등학교, 2005).

바. 귀국 자녀반 운영 학교
기본 취지가 외국어 유지 뿐 아니라 한국생활에의 적응에 많은 의미가 있는 형태로
서 귀국 자녀반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통합 교육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1992년 서울 사대 부속 초등학교를 시초로 2000년 7월 기준으로 초
등 14곳, 중등 5 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서울교대 부속 초등학교, 안양 호원 초등학교,
고양시 백석동 금계초등학교, 부천상록초등학교 등이 있으며 이 학교들의 운영 사례를
간략히 소개 한다.

1) 서울 사대 부속 초등학교
언어, 문화, 생활 적응 교육 분야로서 외국어 능력을 유지 신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어민 강사에 의한 연속 교육으로 외국에서 습득한 언어기능을 유지, 발전하도록 돕
고, 외국어 일기 쓰기, 말하기 대회를 통하여 외국어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
키며, 재량 활동,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외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2) 부천 상록 초등학교 (2001년 5월 기준)
두 개의 귀국 자녀반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데, 귀국 1반은 국어 습득 수준이 현저
히 낮거나,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귀국 2반은 한글 해득 아동과 교과 학습을
필요로 하는 단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귀국반의 교육 목표는 귀국 아동의 조기
적응, 해외 체험 능력 유지와 신장이다.
이상의 귀국 자녀반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이외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 학
원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강남, 일산, 분당, 목동 등에서 성행하고 있다. 학교는 이들
학생들의 한국 생활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어학원은 영어 실력의 유지가 목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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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형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

한국형 통합 프로그램은 교사 및 환경적 요인이 외국의 통합 형태와 많이 다르다는
기본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우선 영어권 통합 교육의 경우에 교사가 목표어를 원어민
이나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교사의 목표어 구사력이 그러한 경
우가 극히 드물다.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의 체제 내에서 내용교과의 학습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사가 상당 부분 내용교과의 주제별 관련내용들을 통합하
는 교재의 재구성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교사적 요인과 교재의 측면을 감안해
서 교사가 교재를 재구성하여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내용교과를 가르치는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교사의 언어사용 형태가 한국어를 주로 내용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강
의 언어로 사용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의 경우나 학습활동의 경우에 영어를 사용하는
한주영종이거나 주로 영어로 교수가 이루어지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영주한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목
표어 사용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영어와 한국어로 가르쳐지는 내용중심 영어
교육을 한국형 통합 영어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의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ESL환경인 경우 학생들이
BICS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CALP가 모자라서 내용교과를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이 있다. 따라서 전이프로그램(Sheltered), 부가프로그램(Adjunct), 특수목적 외국어
프로그램(Target Language for Specific Purpose)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 영어 프로그
램을 통해서 CALP를 주류 원어민 학생들과 함께 내용교과를 공부할 수 있는 수준으
로 끌어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내용중심 교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CALP를 중심으로 하여 수업이 진행되
고 이러한 CALP에 필요한 어휘 및 영어 기능을 도와주는 형태의 부가프로그램의 형
태로 영어교육의 내용을 재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가 BICS에
영어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BICS는 목표어 사용 상황에서 비교
적 쉽게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CALP는 목표어 사용상황에 노출되더라도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배우게 되는 것이므로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학습자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영어와 내용을 통합한 수업이 일어나면 CALP의 습득
이 용이해지고 의미있는 외국어 학습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CALP에
서 BICS로 영어 의사소통기능의 전이가 일어나는 형태로 기존의 영어권에서 제시한
외국어와 내용의 통합방식과 다른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사, 교재 및 영어교육의 내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감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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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통합 프로그램의 틀을 생각해보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어라는 모국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주로 영어로 교수
가 이루어지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영주한종의 틀이 이상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담임교사의 영어실력이 학생들에게
내용교과를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경우가 되지 못하면 최소한 한국어를 주로 내용교
과를 가르치기 위한 교실언어로 사용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의 경우나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 영어를 사용하는 한주영종의 형태도 포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연성이 필
요하다.
둘째, ESL환경에서 일어나는 통합과 달리 BICS에서 CALP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반대로 CALP가 중심이 되면서 영어교과에서 배우는 BICS가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형 통합이 시작되는 시기는 내용교과가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영
어의 도입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입의 초기에는 신체
적 활동이 많고 절차적인 성격이 많이 드러나서 반복되는 형태의 내용교과부터 적용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용교과를 영어로 설명했을
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해서 학생들의 이해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
로 이를 메울 수 있는 보완적 어휘지도나 문자언어의 지도가 따로 필요할 수 있다.
넷째, 초등 현장에서 교과전담과목으로 예체능이 주로 배당되지만, 가능하다면 영어
로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교과의 범위로 절차적 기능이 중요한 음악, 미술, 체육 교과
에서부터 수학과 실험이나 탐구 위주의 과학, 사회교과 등으로 부분 통합에서 그 범위
를 서서히 확장해가는 프로그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위의 사항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행 교육과정의 운영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학교 단위로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년별로 한두 학급씩 연구
수업을 하거나, 재량시간 등을 통해 시범 운영을 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 통합 수업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한국형 통합프로그램의 확장을 위한 운영
적 측면의 노력과 더불어서 각 내용교과별로 통합적 내용을 분석 정리하고 이들을 영
어로 표현할 때 필요한 어휘 및 구문을 정리하여 CALP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
용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한국형 통합프로그램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를 도
표화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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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형 통합프로그램의 핵심적 고려 요소
기 준

진행 형태

실시시기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영어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5학년
이나 6학년에서 시작되는 지연된 통합

사용언어

교사나 학생요인에 따라서 영주한종에서 한주영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허용

영어교육
내용

영어의 CALP를 중심으로
BICS를 보완하는 형태

실시범위

음악, 미술, 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중심 교과에서 수리능력을
다루는 수학과 실험 및 탐구학습 중심의 과학과 사회 영역으로 확
대되는 부분적 통합의 범위를 학년에 따라서 서서히 확대해가는
모형

학생의
모국어
집단

하면서 통합학습에 필요한 영어의

1개의 동질적 언어집단이 참여하는 일방 통합

Ⅳ. 결론

우리나라에는 앞에서 언급한 교사적 요인과 교재 및 교육과정 요인으로 인하여 외
국에서 성공한 통합형 외국어 학습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년에
40만명의 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조국의 역사와 국어를 버리고 심지어 중국에 있는 외
국인 학교를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 유학해서 모국의 역사 대신에 외국의 역사를 공부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교육
이 이루어지면서도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통합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한국형 통합 영어교육이 각 시도에
한 두 개의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관
성 있게 계획되고 실행되면 통합 영어 프로그램이 일반 교과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
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 영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들이 내용학습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양
의 목표어 입력에 노출된다. 내용과 언어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언어학습은 맥락화된
학습이므로 독립된 교과학습으로 이루어진 외국어 학습에 비해서 학습자들의 학습내
용에 대한 의미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따라서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참여가
잘 이루어져 있다.
내용학습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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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공유하고 대화의 내용과 폭이 넓어지고 학습자들이 가진 선험적 지식들과
보다 긴밀한 관련을 맺게 할 수 있다. 내용과 목표어 학습의 통합은 복잡한 개념이나
정보에 대한 학습과 인지적인 부담이 되는 학습활동을 동반하므로 학습자들의 인지적
앎의 욕구를 자극하여 내재적 동기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목표어로 이루어지는 내용학습은 자연스럽게 해당 교과학습 활동에서 흔히 일어나
는 협동학습, 도제학습, 경험학습 및 프로젝트학습과 같이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
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학습책략을 익혀서 다른 학습활동이나 주제에 적용하는데 도움
이 된다. 내용학습을 목표어로 할 때 교육과정의 운용과 학습활동의 계열화에 좀 더
큰 유연성과 적응성을 발휘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치므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선언적 지식의 수준을 넘어
서 절차적으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수 있다. 내용과 목표어 학습이
통합되면 자연스럽게 학습자 중심 활동이 도입되고 학습자가 목표어로 이루어지는 다
양한 내용과 활동들 중에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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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ward Korean Immersion of English Education

Jeong-ryeol Kim(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 English plays the de facto international language, the importance of Korean
learners' basic English proficiency has increased over the past years. Learners demand
that English education must effectuate the most needy English skills and be
methodologically more accountable. The current issues in English is two folded: a far
fewer than necessary English class hours in elementary schools that make meeting the
objectives nearly impossible and the irrelevance between English education and learners'
everyday experiences. The paper deals with later issue, but strongly recommend that
English class hours should be increased.
In daily lives, learners have difficulty in finding the usefulness of what they learn in
English classes. They don't use English in their after-school activities except English
classes in private institute after school. The study reviewed cases of English education
integrating learning contents. This was done in one of several forms of content-based
English learning from immersion in its strongest form to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in
its weakest form. Based on the types and forms of content-based English education, the
study purports the Korean immersion as a from of future English education integrating
language and contents.
Canadian immersion in its prototype is not applicable to Korean classrooms because
Korean teachers do not have the native or near-native fluency in English, and also
teachers need to reconstruct the current curriculum since it does not imply the
integration between English and contents. The curriculum modification can be done in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he affordability of the schools. If school budget allows to
employ a native speaker assistant teacher, schools can run a parallel sessions which will
include expanding class hours than the ones in the national curriculum. If school budget
doesn't allow the hiring of native teacher, Korean teacher will integrate themes and
contents of different subjects with English. In this case, the use of English will range
from English only to partial English, and also the form of immersion will be partial
starting from procedural subjects such as PE, music and art to mathematics to social
studies and science requiring investigative and experi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