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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시행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1)정

￭요

혜 영*

약￭

본 연구의 목적은 TEE 수업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을 탐색하는 것으로, 개인 경험을 통한
TEE 수업에 대한 의견, 타 교사들이 진행하는 TEE 수업 관찰을 통한 의견, 그리고 본인의 TEE
수업에 대한 학생, 동료 교사, 학부모들의 반응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자기 평가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TEE 수업 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초등교사 19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고, 응답을 주제별로 요약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TEE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나타난 TEE 사용 비율은 매우 주관적이었다. TEE 수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영어수
준이 낮은 학생을 위한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인교사의 수업 관찰을 살펴본 결과,
영어 입력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수준차가 큰 학생들을 고려해야 하며, 원어민 교사 수업은 영
어구사능력은 유창하나 영어 수업에는 그 능력 이상이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본인 수업을
공개할 때 학생들은 영어수준 차에서 기인한 학습 이해, 참여, 관심이 달라질 수 있고, 동료교사들은
영어구사능력과 관련하여 연령별, 자격별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한
다고 인식하였다. 본인 수업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교사들의 관심사는 개인별로 매우 다양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TEE 사용 비율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현직
교사들의 영어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관찰, 수업공개, 연수 등을 활용하고, 학생 중
심의 TEE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영어구사 능력뿐 아니라, 수업진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
력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수준 차가 많이 나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초등 영어, 초등 교사, 교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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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영어가 의사소통을 위한 공용어로 자리 잡고 있고 영어 학습이 선택이 아닌 필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공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

국내 외적 흐름이 반영되어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취지의 TEE(Teaching English in

․

English) 방안이 대두되었다. TEE란 교실영어를 사용하여 교수 학습에 필요한 모든 혹은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을 의미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1997년 영어를 초등학교에 정식 교과로 도입한 초기부터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을 강조되어 왔다(교육부, 1997). 2000년부터 TEE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학교부터 TEE
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고, 2006년 교육부는 ‘영어교육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단계적이
기는 하지만 영어 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2015년에는 모
든 영어 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의 능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2008
년 1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영어전용(TEE) 교사제 도입과 영어수업 시간
확대, 말하기 듣기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영어교육이 축소되었음에도, 2013년 서울특별시 주요업무계획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표방하며 학생 참여중심의 TEE 수업을 확대하고, 의사소통
중심 학습을 위한 영어교육 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규교사 TEE 인증제 및 6개월 심화연수
를 실시하고, 영어교사 학습공동체,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실용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교육 인력 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배치, 영어체험캠프, 영어체험교실, 방과후교실 등이 국가 또는 시 도교육
청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다.

․

․

이와 더불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수 학습의 질 제고 논의가 국내 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
어 오고 있다. 하지만 교실에서 학생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교사들이 가장 훌륭한 영어 사용자의
모델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최적의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현 국내 상황에서 TEE
수업을 위해서는 여러 제약이 따르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는 영어로 영어수업이 가능한 교

․

사의 확보로 보고 있다. 전병만 외(2006)가 교육부 의뢰로 전국의 TEE 현황을 조사한 ｢초 중등 영
어교육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TEE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TEE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
감하고 있으나, TEE를 실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TEE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지, 학생들의 수준별 변인에 따른 TEE 영향은 무엇일지를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영어 교과가 공교육에 처음 도입되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초등교사들은 EFL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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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본인이 TEE로 수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른 교사들의 TEE 수업을 통해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 영어수준 차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TEE 수업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
고 인식하는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추후 TEE 정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TEE 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1-1. 개인 경험을 통한 TEE 수업 인식은 어떠한가?
1-2. 동료교사의 수업참관 경험을 통한 TEE 수업 인식은 어떠한가?
2. 본인의 영어수업 공개를 통해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반응 및 자기평가를 경험하는 초등교사
의 TEE 수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TEE 이론적 근거
가. 직접 교수법
외국어 교수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 문어에서 구두 언어로의 전환을 이룬
것을 직접 교수법이라고 보았다(Brown, 2007; Larsen-Freeman, 2000; Richard & Rodgers,
2001). 직접 교수법의 학습 목표는 목표어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고 학습자
가 목표어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며, 일상의 어휘와 문장으로 가르치며 교사-학생 양방
향적 학습형태와 상호작용을 지향한다. 수업은 주로 실물, 그림, 몸짓 등을 활용하고 모델과 연습을
통해 진행되며, 문법은 귀납적으로 가르친다. 네 가지 언어기능 중 듣기와 말하기에 초점을 두고 어
휘와 정확한 발음을 강조한다. 주로 사용되는 교수기법으로는 소리내어 읽기, 질문-대답 연습활동,
구두 대화 연습, 빈칸 채우기, 받아쓰기, 지도 그리기, 작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오
류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고, 직접적 교수법에서는 교실에서 모국어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자연적 접근법
Krashen(1985)은 외국어 학습 역시 전통적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방법처럼 모국어에 의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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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법 분석이나 연습, 이론에 관한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의사소통 기술을 배양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Brown, 2007; Richard & Rodgers,
2001). 언어란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언어학습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치는데 초
점을 두고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법이나 언어이론의 학습을 강조하지 않는다. 언어학습에는
단계적인 구조의 숙달이 필요한데, 목표어를 습득하는데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
에 해당하는 구조를 일부 포함하되 현재의 언어능력 수준을 약간 초과하는 충분한 양의 흥미로운 이
해가능한 언어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기에 학
습자는 듣기 이해 기술을 발달시키고, 새 언어를 경험하면서 생기는 오류는 자연스러운 단계이므로
이를 수정해주려고 하지 않으며, 이 단계를 거치면 보다 길어진 담화로 게임, 역할극, 토의, 소집단
활동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접근방법에서는 교사가 목표어의 언어 입력을 제공하는 주 원천이므로
수업에서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지 않는다.

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및 숙달, 네 가지 언어 기능
을 지도하는 절차에 초점을 둔다(Brown, 2007; Larsen-Freeman, 2000; Richard & Rodgers,
2001). 본 교수법에서 볼 때 교사는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며,

․

학습자는 목표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교수 학습 과정은 의사소통 능력
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목표어를 사용한 게임, 역할극, 문제해결 학습을 활용하며, 정보 공유, 의미
협상, 상호작용 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학습 평가에서는 언어의 정확성뿐 아니라 유창성도 반영
되고,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로 본다. 본 접근법에서
는 목표어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격려되지만 모국어의 사용도 가능하다.

2.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에 대한 이해
가. TEE 용어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교육’의 의미이나, TETE(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TETE는 가급적 모국어 사용을 자제하
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교사 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용어인데 비

․

해(안혜진, 이은주, 2012), 정부나 시 도교육청에서 TEE라는 용어를 활용함에 따라 최근에는 영어
로 진행되는 영어교육(수업)은 TEE 용어로 수렴되고 있다.
수업에서 목표어인 영어로 진행한다는 의미의 TEE 용어는 강한 입장과 약한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신길호, 2010). 강한 입장은 ‘영어만을 사용하는 방안’(English-only)을 지향하며, 약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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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목표어로 수업을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조인희(2011)는 이
를 ESL 상황에서 모국어의 허용과 관련된 English-Only 입장과 EFL 상황에서 목표어의 허용과 관
련된 English-Please 견해로 구분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업에서 목표어를 100% 사용하는 것은 비
현실적이므로 English-Please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TEE 정책 원년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TEE 지침서(최진황, 2000)를 살펴보면,
TEE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한 입장의 English-Please 입장에서 시작하되, 결국
English-Only 입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은 정책뿐 아니라 연구
자들,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초중고 교사 중 50%가 TEE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
답하였지만, 100%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3.3%에 불과하였다는 연구(조미원, 2013)와 학
교 현장에서는 30～70% 사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맹은경, 2009)를 살펴볼
때 현실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제외하고 English-Only 수업을 찾기 드물며,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
를 현장교사들에게 적용할 때 이들의 자신감을 낮추고 괴리감을 높일 수 있다.

나. TEE와 원어민 교사
학교 현장에서 목표어인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교과부
(2010)에서는 학습자의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
어민 교사를 배치하였다. 2011년의 경우, 전국 초중고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는 약 9천
명이며, 원어민 교사 1명을 초빙하는 비용이 1년에 6～7천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총 3,094억 6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였다(네이버뉴스, 2011.09.24).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서울시
교육청이 2011년 상반기 원어민 등급을 평가한 결과, 영어교사로서의 자격과 교육을 갖추었다고 보
는 1등급에서부터 최하 9등급의 범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교사는 단 1명이었고, 원어민 교사의
36.4%가 8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원어민 수가 적었다(문화일보, 2011.05.23).
이는 우수한 자격을 갖춘 원어민 교사의 지속적 근무 비율이 낮고, 대부분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해
외 경험을 하기 원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Celce-Murcia(2001)은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는 영어 사용, 일반적 태도, 언어 교수에 있
어서의 태도, 교수 문화에 대한 태도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갖는
장점으로 보다 나은 학습자 모형을 제공하며, 언어학습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치며, 영어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며, 언어적 어려움을 더 잘 예상하고 예방하며, 학생들의 반응에 더 민감
하고, 학생들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TEE 수업에서 원어민 교사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중고 학생 대상의 설문과 교사 대상 심
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원어민 교사는 영어 성취도 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학교급이 높아
질수록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원어민 혼자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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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의 팀티칭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순 & 이현숙, 2012). 초등학교에서 원어민과의 협
동학습을 진행한 연구(이미진 & 성귀복, 2011; 최희경, 2009)에서도 원어민과 내국인 교사들은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고, 서로에 대한 역할 갈등 역시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TEE 수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함에도
그에 걸맞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이 아닌 영어가 유창한 모국
어 사용 영어교사의 양성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 TEE 관련 선행연구
TEE 수업 관련 많은 연구들이 TEE 수업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은 영어 입력자료를 제공하여 음성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나(김남희, 2012; 김영희, 2012; 조윤
경 & 이소영, 2009), 부정적 측면으로는 중고등 학생에게 수업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고 학교 간
차이가 크며(김영희, 2012),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고정민, 2011; 신길호, 2010; 이
화연 & 이길영, 2011), 교사의 언어능력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나경희, 2009; 신길호, 2010; 이영주
& 이명애, 2011; 이화연 & 이길영, 2011; 홍경선 외, 2011) 것 등이 언급되었다.
TEE 연구들은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연구들이 많은데, 주로 TEE 현황
및 변인과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TEE 필요성에 공감하며(전영주, 2009; 조윤경 & 이소영,
2009), 성공적인 TEE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언어구사능력 함양(이명애, 2010), 학생들의 수
준에 따른 지도방안 마련(고정민, 2011)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TEE의 개선방안으로 언급되는 내용
으로는 교사의 영어구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심화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권선희,
2012; 김남희, 2012; 오마리아 & 조은선, 2012)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 수업은 3학년부터 시작되며, 현재 담임교사, 영어 전담교사, 원어민 교사,
영어회화 전담강사(영전강) 등이 담당하고 있다(전혜미 & 정혜영, 2013). 초등 관련 연구로는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TEE 영향(김상윤 & 김태영, 2012),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TEE에
대한 인식(맹은경, 2009; 오마리아 & 조은선, 2012), 초등학교 1～2학년용 TEE 적용 연구학교를 운
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진경애 & 김동규, 2010), 4명의 초등 영어전담
교사의 수업을 통해 TEE 관련 단계별 학습자료 탐색(박영예 & 박정원, 2012) 등의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설문을 통한 TEE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조사
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교사들의 TEE 수업을 관찰하면서 TEE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또한 본인의 수업을 공개하며 받은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의 반응을 통한 피드백과 자기
평가를 통해 경험하는 TEE 수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각적 측면에서 심도
있는 초등교사의 TEE 수업 관련 인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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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초등학교 교사의 TEE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고자 서울 및 경기 지역 초등영어연구회 소속
초등교사들에게 본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담임 혹은 전담교사로 영어 교과를 담당해본 경험이 있으
며 특히 TEE 교수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총 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들에게 TEE 교수 경험이 있는 동료교사들을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Patton, 1987), 이 과정을 통해 최종 19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동일한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학교 및 교사들은 모두 알파
벳이나 숫자로 표시하여, 연구 참여시 약속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교사
경력, 영어교과 지도 경력, 영어교과를 가르치게 된 배경, 영어 관련 교육(경력) 등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표 1>에 정리하였다.
또한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TEE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 9곳
에 대한 학교 및 아동 배경, 원어민 교사 현황, 학교 영어교육 방침, 그리고 교내에서 실시하는 영어
연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는 <표 2>에 요약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

교사

영어교과 지도경험

#

지역

교직경력
(영어
교육)

1

서울

1년(1년)

전담

2

경기

1년(1년)

전담

3

서울

1년(1년)

전담

0

학교 배정

4

서울

2년(1년)

전담

0

본인 희망
나이가 젊어서

교대(영어 심화)

0

영어구사능력

미국 거주 경험
(중 고교 3년 이상),
영국문화원 ICELT
(Cambridge In-service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수료

역할

영어교과
배정 배경

영어 관련 교육배경
(경력)

0

본인 희망

교대(영어 심화)
대학원(석사)

0

학교 배정

학년
3

0

4

5

0

6

․

5

서울

4년(2년)

담임/
전담

6

서울

5년(3년)

전담

0

0

0

0

본인 희망,
영어구사능력

7

경기

5년(3년)

담임/
전담

0

0

0

0

본인 희망

교대(영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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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7년(1년)

전담

0

9

서울

9년(1년)

전담

10

서울

9년(9년)

담임/
전담

11

서울

9년(5년)

담임/
전담

12

경기

10년(1년)

전담

13

서울

10년(2년)

전담

14

서울

11년(2년)

전담

15

서울

11년(3년)

전담

16

서울

12년(2년)

전담

0

17

경기

14년(8년)

담임/
전담

0

0

0

18

서울

27년(4년)

담임/
전담

0

0

19

서울

33년(9년)

담임/
전담

0

0

0

0

나이가 젊어서

교대(영어 심화)

0

영어전담 없음

교대(영어 심화)

0

0

0

본인 희망

교대(영어 심화)
대학원(석/박사): 영어교육

0

0

0

본인 희망,
영어구사능력

교육청 영어활성화팀,
TEE-M 자격,
영국문화원 ICELT 수료

전공 배려

일반대학교
(영어 복수전공)

0
0

0
0

0

0

나이가 젊어서,
영어연수 경력

0

본인 희망

0

나이가 젊어서,
본인 희망,
영어연수 경력

교대(영어 심화),
대학원(석/박사): 영어교육

본인 희망

영어거점학교 코티칭 경력

0

나이가 젊어서,
영어구사능력

대학원(석사),
영어교육 강의

0

0

본인 희망

0

0

본인 희망

대학원(석사): 영어교육

<표 2> 연구 참여자의 소속학교 정보

원어민 교사

학교
(지역)

교
사
#

A
(서울)

영어구사능력 수준
1 이 낮으나,
4～6학년 한국인 교
특별한 강조사항 없음.
14 학생수준차 큼.
1명 사와 코티칭
영어센터 활용
19 학급당 3～4명 영어
(주당 22시간)
학원 다님.

B
(경기)

3～6학년 한국인 교
사와 팀티칭 (주당 26
시간),
2 저소득층 지역.
말하기/듣기 담당
12 사교육 거의 없음. 1명
-4～6학년 정규수업
17 영어구사능력 낮음.
담당
-3～6학년 특성화반
담당

C
(서울)

3 영어구사능력 낮음.
4～6학년 한국인 교 1학년 재량활동,
13 중하 수준.
1명 사와 팀티칭 (주당 22 방과후 원어민교실,
15 사교육 거의 안함.
시간)
English-only zone 운영

학교 및 아동
배경

현
황

역할

학교 영어교육
방침

영어 교내연수
현황
희망교사 대상 원어민
교사의 영어회화 (주 1
회).
(참여율 저조)

원어민강사 채용.
영어회화 강사 채용.
영어마을 참가 독려.
원어민 교사와 영어회
영어실 구축.
화 시간 (주 1회)
영어 공개수업 실시.
-영어수업: 한국어/영어 혼용.
-영어특성화반: 영어로만 수업.
영어를 담당한 교사가
주 1회 희망교사에게
영어회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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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책 윤독,
EBSe 방송 시청
특별한 강조사항 없음.
방과후 활동.
영어 관련 대회 실시

D
(서울)

4 수준은 중/하. 영어 사
6학년만 수업
8 교육은 많이 하나, 해 1명
(주당 23시간)
9 외유학은 거의 없음.

E
(서울)

영어구사능력은 중
상 수준.
3,5,6학년 한국인 교 3학년부터 원어민과 코티칭,
5
학생 편차 큼.
1명 사와 팀티칭 (주당 22 영어대회 개최,
16
해외유학 경험은 학
시간)
영어 방과후활동 강조
급당 1～4명 있음.

F
(서울)

6 영어능력 수준은
18 중하 정도

4～6학년 한국인 교 영어책 윤독,
1명 사와 팀티칭 (주당 22 EBSe 방송 시청,
시간)
방과후 원어민 교실

중 수준.
한국인교사와 팀티칭
대부분 영어 선행/
*3～4학년: 한국인교
학원 경험 있음.
2명 사 보조
해외유학 학급당 5～
*5～6학년: 공평한 업
6명. 수준차 매우 큼.
무 진행을 원함.

(참여율 저조)
없음.
원어민 교사가 영어교
사 대상으로 직원연수
시킴 (참여율 저조, 효
과적이지 못함)
교원연수원 회화수업
을 참관함.

Year-round English Studies 역
점사업 실시,
매주 월요일 원어민 아침방송 원어민 활용 영어회화
실시,
수업 (주 1회)
영어부진아를 위한 아침 영어 (참석률 저조)
수업 (주 2회),
1-2학년 주1회 재량 영어수업

G
(경기)

7

H
(서울)

외국거주 경험 학생
원어민 수업 workshop
귀국반 담당.
원어민 코티칭,
이 매우 많음.
실시 (학기당 2회 이상),
10
3명 한국인 교사와 팀티칭 3~6학년 영어 특별수업 운영
상 수준 학생이 90%
코티칭 참관 후 교수
(주당 21시간)
(주당 2시간)
이상
방법 workshop

I
(서울)

영어수준 평균 이하.
5～6학년 한국인 교
영어거점 선도학교 운영,
11 해외유학 경험 거의 1명 사와 팀티칭 (주당 24
방과후 영어활동 강조
없음
시간)

교내연수는 없음.
교육청 주관 workshop
실시 (학기당 2회)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19명의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TEE 관련 개방형 설문을 실
시하였다. 개방형 설문지 형태를 시도한 이유는 초등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연구자의 시각에 구애
받지 않고 폭넓게, 정제되어 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Patton, 1987). 양적 설문지의 경우 연
구자가 미리 재단해놓은 틀 내에서 사전에 도출된 예시 문항 중에서 답을 선택함으로써 참여자의 다
양한 의견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비해 질적 연구에서 실시하는 면담 방식은 중요한 정보를
지닌 소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깊이 있는 견해와 설명, 의미를 탐색하기에 좋은 연구방법이나 일반화
나 경향을 살펴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는 경우, 작성자는 관련 주제
에 관한 본인의 경험, 생각, 이해, 의미 등에 대해 작성 전(before)과 도중(during)에 간략하게 정리
하여 작성하는 이점이 있다. 연구자는 개방형 설문지의 특성을 살려 TEE와 관련 질문에 본인의 경험
을 반영하여 충분한 의견을 적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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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총 19부의 개방형 설문지는 먼저 주제별로 참여자들이 기술한 문장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그 이후 분석과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어교육 전공자 및 박사과정생 3명이 독립적
으로 작업하되, 각 연구참여자가 기술한 문장에서 핵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각자 작업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3명 모두 동의하는 부분은 최대
한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내용을 요약하되, 문장 앞부분에 괄호를 활용하여 핵심적 내
용이나 뉘앙스를 요약하여 연구 참여자 간 비교를 용이하도록 시도하였다.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토론하며 핵심 의견으로 추가 혹은 삭제할 것인지 함께 결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TEE 수업에 대한 인식
가. 개인적 경험을 통한 TEE 수업에 대한 인식
TEE 수업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TEE 비율(%)을 적고, 그렇게 정
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본인이 영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갖게 된 TEE 수
업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였고, 이에 대한 교사들의 개인 경험은 다음의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개인 경험을 통한 TEE 수업 인식

학교
(TEE 교사
실시 # 비율
여부)

A
(O)

B
(O)

수업 시 영어(TEE) 사용
TEE 수업에 대한 인식
결정 근거
수업을 통해 나만의 적절 비율을
[긍정적] 교사 능력만 된다면 TEE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함.
찾음.

1

40%

14

50% 학생능력 고려

[긍정적]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대함. 하지만 아동의 이해
를 위해 한글 병용이 필요함.

19

30% 학생능력 고려

[학생수준 고려] 영어수준이 낮은 학생은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TEE 실시를 위해서는 수준별 분반이 필요함.

2

30%

12

학생능력 고려.
[학생수준 고려] 잘하는 아동에게는 필요. 실력이 낮으면 별로
60～
영어로 말한 후 다시 한국어로 해 효과가 없음. 계속 반복하면 익숙해져서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70%
주곤 함.
나음.

17

45～ 학생능력 고려.
50% 학부모 요청

[학생수준 고려] 영어 입력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기본적인 영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 영어로
어실력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더 증
말한 후 한국어로 다시 얘기해줌.
가함.

[긍정적] EFL상황이므로 input 양을 늘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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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

학생능력 고려.
수준 낮은 반 담당

13

40%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고, 차시별 [학생수준 고려] 100% 보다는 50%가 적당. 영어수준이 낮으면
로 다름.
이해가 늦고 따라오지 못함.

15

80%

[학생수준 고려] 학생수준에 맞고 쉽고 간단한 용어를 선별/발
따로 정하지 않음. 차시별로 다르
화할 수 있는 교사역량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100% 가
나 50% 이상 활용하려고 노력
능하다고 봄.

4

20% 학생능력 고려

[부정적] 효과적 교수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봄.

8

30% 학생능력 고려

[학생수준 고려] 학생능력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함.

9

50% 학생능력 고려

[긍정적]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영어에 노출되어야 함.

5

개인 의지/가치관임.
[긍정적] 영어수업은 영어로 진행해야 함. input에 따라 output
90% 굳이 영어를 100% 쓸 필요 없고,
의 결과가 효과적일 수 있음. 영어체험 기회의 극대화 필요함.
모국어는 필요시 사용 가능

16

50%

100% 영어 사용을 시도했으나 학 [부정적] 영어 선행이 된 학생들만 수업을 이해함. 그렇지 못한
생의 흥미와 이해력이 떨어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소외되고 영어 거부감 증가함.

6

80%

학생능력 고려. 학교/교육청 방침 [긍정적]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증
임.
가. 하지만 문법 등에서는 한국말이 효과적일 때도 있음.

18

학생능력 고려. 주로 교실영어 사 [학생수준 고려] EFL 상황에서 input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학
50% 용.
생수준을 고려하여 실시. TEE 수업은 집중도가 높지만, 아동
게임 설명은 한국어로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어 사용이 적절히 필요함.

G
(O)

7

70%

H
(O)

10

가능한 영어입력 제공.
80% 상호작용을 위해 한국어 사용 불가 [긍정적] 하지만 학생반응을 보면서 TEE 수준을 결정해야 함.
피함.

11

[긍정적] 자연스럽게 교실영어 습득하게 됨. 교사 언어도 학습
자원임. 일정 수준 이상 input을 줄 수 있고, 듣기/말하기에 도
움이 됨.
[부정적] 수준차가 심한 경우 낮은 수준의 아이들은 무기력감,
동기유발이 안됨.

C
(X)

D
(O)

E
(O)

F
(O)

I
(O)

원어민 교사에 맞추기 위해.
상호작용을 위해

80% 학교/교육청 방침임.

[학생수준 고려] 목표어라도 습득을 위해 한국어와 함께 사용해
야 함. 아동 수준이 높다면 긍정적

[긍정적] 듣기능력이 향상되어 자연스럽게 영어능력이 향상됨.
[부정적] 자심감이 없거나 선행학습이 안된 학생은 소외감을 느낌.

먼저, 본 연구 참여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TEE 정책 실시 여부에 대해 총 9개 학교 중
8개 초등학교에서 TEE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TEE 정책을 실
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C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초등교사 3명(#3, #13, #15) 역시 개인적으로 TEE
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영어수업에서 TEE를 권장하고 있고, 비
록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TEE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영어 수업시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TEE를 실
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EE 사용 비율에 대한 응답에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최저 20%(#4)에서 최고 90%(#5)를 사용한다
고 응답하였다. 학생 배경 및 영어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동일한 초등학교 내에서도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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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 사용 비율의 편차는 매우 컸다. TEE 사용 비율을 정하는 근거로 19명 중 12명이 학생의 영어수
준 및 능력을 고려한다고 하였지만, 같은 학교 내에서도 TEE 비율이 교사마다 30～50%(A초교: 저
소득층), 30～70%(B초교: 저소득층), 30～80%(C초교: 중하 수준), 20～50%(D초교: 중하 수준), 4
0～80%(F초교: 중하 수준), 50～90%(E초교: 중상 수준)로 편차가 크고, 학생의 배경이나 영어 수준
을 살펴볼 때에도 공통적인 특징을 찾기 힘들었다. 이는 교사들은 학생 능력을 고려하여 TEE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의된 방식 없이 교사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으
며 이는 TEE 사용 비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영어 교수를 통해 인식한 TEE 경험에 대해 19명 중 9명이 TEE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
금 ‘영어에 노출되게 하고’, ‘input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고’, ‘듣기 능력이 향상되
고’, ‘영어 체험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인식
못지않게 8명의 교사들은 TEE 수업에서 학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TEE
수업은 영어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나, 특히 영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
미를 잃게 되고’, ‘거부감이 증가하고’, ‘이해가 늦고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영어 수
업에 한국어를 병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TEE 경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4명의 교사들 역시
‘수업시간에 소외된’, ‘자신감 없고 선행이 안된’, ‘무기력하고 동기유발이 안된’ 낮은 수준의 학생들
이 영어 수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교사들은 개인적인 교수 경험을
통해 TEE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TEE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을 영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나. 동료교사의 수업참관 경험을 통한 TEE 수업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 참여자들에게 원어민과 동료교사들의 TEE 수업을 참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시각에
서 TEE 수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인교사가 진행하는 TEE 수업과
원어민 교사의 수업 참관 여부와, 참관을 한 적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타 교사의 수업 참관 경험을 통한 초등교사들의 TEE 수업에 대한 인식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으
며, 동료교사의 수업 참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칸을 빈칸으로 두었다.
<표 4> 참관수업을 통한 TEE 수업 경험

학교

A

교사

한국인교사 수업

원어민 교사 수업

1

[긍정적] 교사의 능력만 된다면 input을 준다는
점에서 괜찮은 방법임.

․
․

14
19

[부정적] 참관수업 하나 봤다고 본인의 TEE 실력
이 늘지 않음.
[긍정적&부정적] 아동의 교실영어 습관이 잘 정돈 [긍정적&부정적] 원어민 교사는 다양한 발화를 통
되어 간단한 교실영어 습득에 효과적임. 학생수준 해 학습환경에 몰입케하나 단점도 있음.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시행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정 혜 영 921

을 고려해 쉽게 접근. 다양한 방법으로 흥미 유지.
하지만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고려한 다양한 언어
를 제공하지 못함.
2
B

C

D

12
17
3

[학생수준 고려] 잘하는 아이들은 잘 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주눅이 듬.

13

[긍정적] 영어구사는 익숙.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15

[긍정적&부정적] 문법적 오류, 유창성/정확성이
[긍정적] 한국인교사의 영어구사능력과는 확실히
떨어짐. 하지만 input 기회를 제공함. 따라서 수
유창성에서 차이가 있음.
업효과 증가함.

4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음.

I

․
․
[긍정적] 자유로운 언어구사능력과 발음

8

․

[긍정적] 발음은 크게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이 다를 것임.

9

[학생수준 고려] 효과적일 수 있으나,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었음.

․

5

[부정적] TEE 수업이라 보기 어려웠음. 효과에 중
[부정적] 학생수준에 잘 맞추지 못함.
점들 두어야 함.

16

[학생수준 고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효
과적,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비효과적

6

[긍정적] 매우 긍정적인 효과

18

[학생수준 고려] 주도적, 선행학습이 잘된 학생에
[부정적] 설명이 복잡한 내용은 이해가 어렵고 오
게는 input 면에서 효과적. 부진아들에게는 효과
해 소지 때문에 한국어교사의 도움이 필요함.
기대 못함. 흥미와 자신감 떨어짐.

7

[수업의 강조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수업
[부정적] 간단한 말조차 번역해주는 것은 오히려
을 접근함. 원어민은 지극히 학생 위주, 한국인은
효과가 반감됨.
교사 위주

10

[긍정적&부정적] 교사가 단지 목표언어로 수업하
[부정적] 무조건 TEE는 옳지 않음. 영어만을 위한 는 것과 유목적성의 의도를 내포해서 수업을 영어
TEE는 바람직하지 않음.
로 진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음. 수업 효과는 크
게 없다고 봄.

11

[긍정적] 모국어를 통한 목표언어 습득이 효과적 [긍정적&부정적] 원어민은 자연스러운 발음, 억양,
이지만, TEE를 통해 영어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적절한 어휘사용 면에서 좋은 학습자원으로 생각.
것이 효과적. 하지만 주 2회 수업은 충분한 환경 그러나 학습자 수준을 이해하고 수업의 조직 측면
제공이 아님.
에서는 한국인 교사가 더 우수함.

F

H

․

[긍정적] 모국어이므로 풍부한 언어를 구사함.

[긍정적] 매우 수준 높은 수업임. 학생에게 긍정적 [부정적] 원어민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
인 영어 파급효과가 클 것임.
해서 학생과의 호흡이 부자연스러움.

E

G

[부정적] 정형화된 언어를 사용

․
[긍정적&부정적] 영어가 훨씬 유창하고 정확함. 하지
만 한국인교사의 수업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한국인교사가 진행하는 TEE 수업은 전체 19명의 교사 중 17명이 참관 경험이 있었다. 한국인교사
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TEE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는 7명이었는데, 그 근거로 학생들
에게 ‘목표언어 습득을 위한 input을 제공해주고’, ‘교실영어를 습득하게 해주며’, ‘영어를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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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익숙하게 경험하게 해주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8명의
교사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한국인교사의 TEE 수업은 ‘문법 오류와 유창성과 정확성이 떨어지
고’, ‘정형화된 언어를 사용하며’, ‘영어만을 위한 TEE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간단한 말조차 번역을
해주는 것은 효과가 반감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5명의 교사는 학습자의 영어수준 차를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며, ‘잘하는 학생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못하는 학생은 힘들어하고 주눅 드는’, ‘부진아들
에게는 흥미와 자신감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생수준을 배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따
라서 한국인교사의 수업을 참관하며 TEE 수업에 대해 영어 입력 제공에 대한 장점을 언급함과 동시
에 학생의 수준차를 배려하는 TEE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 중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TEE 수업 관찰 경험이 있는 교사는 19명 중 12명이었
다. 8명은 원어민 교사의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유창하고 정확한 영어구사능력으로
목표 언어에 대한 풍부한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발음, 억양, 어휘 등의 학습자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업에 몰입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8명은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부정적
으로 인식하였는데,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학생들과의 호흡이 부자연스럽고’, ‘학생의 수준을
잘 못 맞추고’, ‘설명이 복잡하면 이해를 못 시키고 오해의 소지를 내포하며’, ‘수업의 조직이나 방법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아서’ 라고 하였다. 이는 Celce-Murcia(200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원어민 교
사가 진행하는 TEE 수업에는 긍정적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팽팽하게 공존하였다. 교사들은
원어민의 수업을 통해 TEE 수업에서는 교사가 ‘영어구사 능력’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닌, ‘수업진행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도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2.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본인 TEE 수업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영어수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하고 인식하게 된 TEE 수업에 대한 평가를 살
펴봄으로써 수업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이 경험한 시각에서 바라본 TEE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본인의 TEE 수업을 동료교사나 학부모에게 공개한 적이 있는
지 질문하고, 그러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TEE 수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총 19명의 참여자 중 영어교사 경력이 1～2년인 초임 영어교사 8명(#1, #2,
#3, #4, #8, #9, #14, #16)은 본인의 영어 수업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들을 제외한 수업
을 공개한 경험이 있는 11명의 초등교사에게 본인의 TEE 수업에 대한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의 평
가를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동시에 본인의 TEE 수업에 대한 자기 수업평가 역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표 5>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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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본인의 TEE 수업에 대한 평가

#

초등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교사 자신의
수업평가

5

대부분은 좋아하나, 편차가 긍정적이나, 원어민 교사들은
심함. 자신감이 있으면 200% 한국어 교사와의 팀티칭 때 한 긍정적
효과 봄.
국어를 쓰지 않는 것에 불만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줌. 만족함.

6

대체로 긍정적이나, 일부는
긍정적 평가
집중력이 많이 저하됨.

영어연수, 책, 방송을 통한
공부 등이 필요함을 더욱 절
실히 느낌.

7

영어수업은 영어로 해야 한다
사교육이 이미 노출되어 힘들
영어에 노출되므로 환영 아직도 교사중심으로 수업을
고 생각하지만, 담임에게 영어
어 하지는 않으나, 선행학습
하는 것 반, 사교육 걱정 이끌어서 학생 참여를 이끌어
로 수업하라고 하면 다른 반응
이 안된 학생들은 힘들어함.
반
내기에는 부족함.
을 보임.

10

짧고 간단한 영어로 이해가
수준 낮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
쉽게 설명해주는 수업에 대해
TEE 수업을 좋아함.
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만족함.

EFL 상황인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한 것이므로 더 노력을
해야 함.

11

상 수준 아이는 적극 참여하
고 즐거워하고, 중 수준은 도
관여하지 않는 분위기
전적으로 받아들이나, 하 수
준은 자포자기함.

주어진 환경에 맞게. TEE 수
업을 목표로 하되, 학습자 이
해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12

잘하는 아이들 대상이므로 거
본인이 TEE로 배우지 않아서
의 이해. 이해 못하는 몇 명 영어를 잘하는 학생에게는 좋 영어를 잘하는 학부모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최대한
은 친구들에게 묻거나 느낌으 다고 반응함.
TEE 수업에 찬성함.
노력 중
로 이해함.

13

잘하는 학생에게는 자연스러
우나, 못하는 학생에게는 스 잘 모르겠음.
트레스임.

학부모 공개수업을 한 영어구사능력을 좀더 자연스
적이 없음.
럽게 다듬어야 함.

15

일부는 TEE 수업이 참신하다
잘하는 학생은 자연스럽게 하 고 표현하나, 소외감을 느끼는
나, 못하는 학생은 무슨 말인 교사도 있음. 따라서 영어진행
지 모르면 스트레스 받음.
수업을 과소평가, 평가절하 하
기도 함.

비교적 긍정적이나, 영
어를 잘하는 아동의 학 학생수준에 맞게, 자연스럽
부모는 수업영어 수준이 게 되도록 좀더 갈고 닦아야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하 함.
는 질문을 하기도 함.

17

3～4학년은 말/듣 중심
중년교사들에게는 위기감. 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나, 영
영어를 잘하면 흥미를 보이고,
을 좋아하나, 5～6학년
다수는 무감각. 영어에 관심있
어로 수업이 가능하며 상당한
잘 못하면 부담스러워함.
은 중 고교식 문법, 독
는 젊은 교사들에게는 자극제
노력을 기울였음.
해, 쓰기를 원함.

18

현직교사의 TEE 수업은 아직
선행학습이 잘 되어있으면 효
될 수 있으면 TEE로 하려고
완벽하다고 보기 힘드나, 이에 학부모들은 TEE 수업을
과적,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
애쓰나, 본인의 영어구사능
비해 전문요원교사들은 영어구 원함.
저하 우려
력 신장이 더 필요함.
사력이 많이 우수함.

19

잘하는 학생은 더 많은 영어 학교에서는 TEE 권장. 그러나
를 기대함. 못하는 학생은 교 개인적인 부분이므로 별 신경 원어민 수업을 선호함.
사에게 묻거나 통역 요청함. 을 쓰지 않음.

긍정적 평가

알 수 없음.

․

자연스럽고 부담없이 해야 하
는데, 앞으로 영어구사능력
신장이 더 필요함.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교사들은 본인의 TEE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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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고’, ‘수업에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11명 중 9명은 TEE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영어수준 차에서 기인한 학습 이해도 및 참여도, 관심도가 달라지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본인들의 개인 경험에 근거하여 응답하였기 때문에 다른 질문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였
다. 예를 들면, TEE 수업에서 상 수준의 아동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즐거워하
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중 수준의 학생들은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친구나 교사에게 묻거나 느낌
으로 이해하지만, 하 수준에 속한 초등학생들은 영어 수업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힘
들어하며 자신감이 저하되고 자포자기까지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TEE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 관련 문제는 학생의 다양한 영어 수준에 직면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의미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우려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TEE 수업을 동료 교사들에게 공개하였을 때 동료 교사들의 반응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
거나’(#5, #6), 교사 간에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며 서로 관여하지 않는 분위기’(#11, #19), 그리고 ‘학
생의 영어 수준에 대한 반응을 언급한다고’(#10, #12) 응답한 교사가 각각 2명씩 있었다. 하지만 동
료 평가와 관련한 반응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바로 영어구사능력과 관련된 ‘교사 자질’(#7, #15,
#17, #18)이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TEE 실시는 영어구사력 측면에서 볼 때 ‘현직교사 보다는 전문
요원 교사들이 더 낫고’, ‘담임에게는 부담이며’, ‘젊은 교사들에게는 자극제이나 중년교사들에게는
위기이며’ 따라서 소외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TEE 수업을 과소평가 혹은 평가절하 한다고 인식하였
다. 이는 TEE 교수와 관련한 교사 간 연령별(젊은 교사 대 중년 교사), 자격별(현직교사 대 영어회화
전문강사/원어민 교사)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TEE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으로 ‘학부모들은 TEE 수업을 원하며’, ‘TEE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원어민 교사를 선호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등 영어교육과
연계되기를 원하는’ 의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본인의 TEE 수업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거나, TEE 수업 후 학생이나 동료교사와는 달리 학부모로부터 의견을 직
접 들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반응에 대해 막연한 답변이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교사도
있었다.
또한 본인의 TEE 수업에 대한 자기 평가를 살펴보면, TEE 수업이 가능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
여 긍정적 결과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한 만족하고(#5, #17), EFL 상황에서 전반적인 준비가 더 필요하
며(#6, #10), TEE 수업에서 학생 수준을 반영하고 이해도를 고려하고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
에 주목하고(#7, #11, #15), 자신의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12,
#13, #18, #19)고 인식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점은 TEE 수업에 임할 때 교사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개인별로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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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교사들이 인식하는 TEE 수업에 대한 인식을 다각적 측면에서 탐색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먼저 개인 경험뿐 아니라 동료교사들의 수업참관을 통해 인식하는 TEE 수업에 대한 의
견을 살펴보고, 본인의 TEE 수업을 공개했을 때 학생, 동료 교사, 학부모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
기 평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TEE 수업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 19명을 대상
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TEE에 대한 다각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 경험을 통한 TEE 인식을 살펴볼 때,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교사들은 TEE 수업
은 100% English-Only 방향을 실시하고 있는 참여자는 없었고, 대신 학생 수준과 필요에 부합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비율을 사용하는 약한 입장(English-Please)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사들
은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반영하여 TEE 사용 비율을 결정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정작 비슷한 영어
수준의 배경을 가진 동일한 학교 내에서도 TEE 비율은 매우 편차가 컸다. 이는 TEE 사용 비율에
대한 결정과 관련한 합의된 기준이 없으며, 전적으로 교사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따라서 비원어민 교사의 TEE 사용 비율에 대한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영어를 담당하게 된 배경에 본인의 희망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
이 학교에서 배정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학교당 약 1명의 원어민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들이 앞으로도 초등 현장에 지속적으로 배치될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직교사들의 영어전문성 신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
다. 이는 교사 대상의 맞춤형, 거점연수, 심화연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것뿐 아니라 동료교
사의 TEE 수업을 관찰하는 경험과 함께 본인의 TEE 수업도 공개하는 기회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동료 한국인교사 및 원어민 교사의 TEE 수업관찰을 통해 TEE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특히 원어민 교사들은 모국어의 이점을 활용하여 유창한 영어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직교사들
에게 원어민에 준하는 회화 능력을 기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교사들이 비현실적인 목표로 인식하게 될 때 좌절감과 포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서 TEE 활용을 격려하는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은 영어 수업에는
‘회화 능력’뿐 아니라 ‘수업진행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으며, 이러한 능력은 원어민 교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200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7개 영어교육학회가 공동 연구하여 발표한 ｢영어｣ 교사자격기준에서도 영어사용자의 능력, 수업관
리자 능력, 영어교육 및 영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교과지식,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전문가를 겨냥하는 교사교육 등 4개 영역으
로 나누고 있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즉, 영어 수업에서는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의사소통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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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중을 차지하며,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벌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TEE
수업에서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교사만을 강조하게 되면, 교사 주도의 수동적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
모습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초등 영어수업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며, 수업 내용을 교
사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학생 중심, 학생 참여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TEE 수업이 어떠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 경험이나 타 교사의 수업 관찰과 본인의 수업공개 경험을 통해 초등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언급하는 것은 바로 영어 수준 차가 큰 학생들의 배려이다. TEE 수업은 상위
영어학습자들에게는 흥미와 입력을 제공해줄 수 있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업에서의 두려움과 소
외를 경험하지 않도록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 수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을 활용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탐색하였지만, 특정 지역의 소수(19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시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범
위였던 인식 조사를 넘어서는 TEE 수업이 실제 벌어지는 교육 맥락을 반영하는 심층적인 수업관찰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TEE 수업의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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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s of the Policy
and Practice of 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Chung, Hye Yo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Elementary Education, Ewha Womans Univ.)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s of elementary teachers with respect to the policy and the
practice of TEE. Nineteen elementary teachers who had experienced TEE were selected and an
open-ended survey was administe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teachers judged the
amount of TEE use subjectively. Most of them evaluated the effects of the TEE positively;
however, they emphasized the need for more attention and additional help for students with
low English proficiency levels. When they observed other teachers' TEE classes, they
commented that Korean teachers provided meaningful input, while native English speakers
needed to be equipped with more training in classroom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They
also voiced additional concerns about TEE: with respect to understanding, participation, and
interest, changes need to be made that reflect the gaps in the English proficiency levels of
students. There is a need for discussions on the consensus guidelines of TEE, for core capacities
to deal with TEE in class, and a provision for scaffolding for students with low levels of
proficiency.
Key words : 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English at Elementary Levels, Elementary School Teachers,
Teachers’ Percep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