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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제주지역 학교 어교육 개선 방안 연구

-고등학교 학습자를 심으로 -

安 邰 珪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 攻

指 敎授 金 鍾 勳

세계가 지구 화됨에 따라 과거에 국가 간의 두꺼운 장벽은 약화되고 인 ,물 교

류는 증 되고 있는 실이다.이 과정에서 어는 의사소통의 가장 요한 수단일 뿐

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의 척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이러한 새로운 시 흐름에 보조

를 맞추어 나기기 해서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어 경쟁력이 요구되는 제주국

제자유도시는 그 상을 강화하기 해 비를 해야 한다.그러기 해서 본 논문은 제

주국제자유도시내 고등학생들의 바람직한 어능력 향상 방법을 제시하기 해 3가지 연

구문제를 설정하 다.첫째, 어 학습 성향과 습득 방법은 어떠한가?둘째,제주국제자

유도시에서 어 교과서에 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은 무엇인가?셋째,제주국제자유도시

의 고등학생들의 어능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어 학습 성향 습득 방법과 련해서 첫째,학생들은 여 히 읽기와 문법 주의

학습을 통한 시험 주의 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말하기와 쓰기가 거의

등한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셋째로 학생들은 어 능력 향상을 해 어 련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극히 제한 이었다는 이다.

어 교과서와 련해서는 학생들이 교과서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첫째,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만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다.둘째,교과서 내용들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직 인 연 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다.셋째,교과서는 언어 습득을 한 4가지 기능들을 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다.1)

※ 본 논문  2012년 8월 제주 학  학원 원회에 제 된 학 사학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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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도 어교육 정책은 어교육 향상을 한 보다 효과 인 방

법으로는 내용언어통합학습법과 어수업은 최소한 어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첫째,의사소통능력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해 언어 기능 쓰기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둘째,수업시간에 어로 말할 수 있도록

독려되어야 한다.셋째, 어 교과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반 하는 텍스트와 자

료를 수록해야 한다.넷째,원어민 어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말하기,쓰기에 한 평가

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다섯째, 어로 된 T.V 로그램이나 자 신문과

같은 매체가 수업 내 ,외 으로 이용되어야 한다.여섯째,학습자 친화 인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일곱째,음성학의 기본 원리를 교육 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교과서 내용이 쓰기와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 으로 본토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타

지인들 혹은 외국인들에게 다소 배타 인 성향을 갖고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편 인

사고를 깨뜨릴 수 있는 교육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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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1연구 필요성과 목

날로 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교통 통신 매체의 속한 발달은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바꿔놓고 있다.특히 컴퓨터의 범 한 보 으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이들 매체를 통해 막 한 정보 지식

들을 더욱 빨리 생산,보 하고 있다.이러한 변하는 국제화시 에 앙 정부

를 비롯한 지방 정부가 세계 공통의 의사소통을 한 언어(globallanguage)라

할 수 있는 어 능력 신장을 해 재정 으로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

다.이는 어가 세계 각국과의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 만 아니라 정보화 시 에

서 가장 기본 이고 필수 인 경쟁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54년부터 시행된 제1차 교육과정기를 시작으로 재에 이

르기까지 지속 으로 어교육을 실시해 왔고 교육과정상에서도 어가 요한

과목으로 포함되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학생들의 어능력 신장에서 이 다 할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문제 들 에는 외국어 교육정책의

문제 ,사회 분 기 상의 문제 ,교수법상의 문제 등이 두루 포함된다.그

러나 무엇보다 시험 주의 어 교육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정부의

일 성없는 어교육 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학벌을 시하는 사

회 분 기 속에서 유명 학을 졸업하면 출세를 한 보증수표를 받는 것과 다

름없는 환경에서는 어 시험만 잘보고 입학하여 졸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기 때문이다.이를 해 어시험 성 을 높일 수 있는 문법과 번역 주 교수법

이 어교육의 주를 이룰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으로

해독 주로 어를 학습해 온 것이 어 구사 능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이었다.

행 2007개정 교육 과정상에도 학생들의 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교과서가 제작되고 이를 바탕으로 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게 실이다.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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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주요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어실력 향상에 해 수험 어에

서 주로 출제되는 듣기,읽기 그리고 문법 문제에서 높은 수를 획득하는 것이

곧 어 실력을 높인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큰 문제이다.그러다 보니 학생들

은 어학습을 하면서 입시 련 어 교재 읽기 문제풀이를 하는데 많은 시

간을 투자하고 있다.

입시 어 문제풀이에 익숙한 고등학생들이 학에 입학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학생들은 TOEIC,TEPS,TOEFL등의 시험 수를 올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막 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해외 어학연

수를 다녀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험 수 높이기에 념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 게 많은 비용을 들여 미국, 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으로 어

학연수를 가고 있지만 이들 연수자들 에는 해당 국가에서 다시 수험 어와

련된 수업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로 인해 개인 으로 경제 손실은

물론,국가 으로도 막 한 국제수지 자를 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 들을 해결하고 무분별한 어학연수와 유학에 커다란

비용을 지불하는 신에 어교육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의 어교

육 모형을 토 로 우리의 어교육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 어교육을 강화하

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어 의사소통능력은 해외 유학과 해외 연수를 받

지 않고서도 학교 어교육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신장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를 들어 동남아 지역에서는 국제자유도시인 홍콩,싱가포르의 어교육의 정책

인 면을 수용하고 유럽 지역에서는 핀란드를 비롯한 덴마크나 네델란드의 어

교육 강화 방안을 받아들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보자는

입장이다.본 논문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고등학

생들의 실제 인 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어떻게 어교육이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바람직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2연구 문제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지 의 사회에서 어는 의사소통을 한 선택

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되었다.컴퓨터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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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각종 정보의 80% 이상이 어로 되어 있고 국제회의라든가 국가 간

주고받는 공문서에서 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이와 같은 실은 어 활

용 능력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 다.

국가 경쟁력이 경제력 역량을 수치로 나타내어 단했던 종 과 달리 앞으로의

사회는 이에 덧붙여 무형의 것을 유형의 가치로 창출할 수 있는 인 개발 능력

이 더욱 더 필요해지고 있다.즉,세계가 하나의 거 한 사회를 이루면서 인 ,

물 ,교류의 장이 기존에 국가라는 개념을 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 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마인드 함양을 한 교

육 논의와 어 능력 향상을 한 언어 정책에 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제 우리는 국제화로 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로벌 마인

드 향상을 해 보다 실감 있고 시사 상식 함양을 해 세계 지역 련

어 방송과 자 신문 등을 활용하여 수업에 용하는 것도 국제화 마인드 향상

에 도움이 될 것이다.일부에서는 자칫하면 어 학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좀 더 강한 어조

로 민 식(2000)은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언어 민족국가에는 어 공용화가 불필

요한 개념이라 애 부터 공용어 논의는 성립할 수 없는 환상임을 주장하 고 아

울러 세계화 개념의 오해,행정낭비,공교육 문란,학문 혼란의 어 공용어론의

문제 을 제시함으로써 어의 국제화에 부정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숙희 외 2인(2006:240)에서 보듯이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어의

힘도 커지고 있으며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어활용 능력은 개인 뿐 만 아

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박 의(2003:14)도 어는 이제 무

국 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다고 역설했다.박경일(2003:54)은 어

문맹에게 인터넷의 바다는 곧 익사의 바다일 따름이다.결국 이 시 에 살아남기

해서는 좋든 싫든 어를 배우고 익 야 한다.이것은 곧 우리가 안고 태어난

숙명이라고 했다.이는 어 능력이 오늘날과 같은 지구 사회에서 그 만큼

요한 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 흐름에 보다 능동 이고 극 으로 합류하기 해서는 무엇

보다 세계인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이에 한 매개체가

국제 으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재 많은 나라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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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따라서 한 국가 내에 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

록 이는 개인 뿐 만 아니라 그 국가가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한국의 어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그동안 어과 교육과정을 여러 차례 개편하며 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어 경쟁

력이 우수하다는 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오히려 한국 고등학생들의 어 능력

은 특히 쓰기 능력에서 평균 51.5 으로 일본 고등학생들의 쓰기 수 84.8 과

국학생들의 쓰기 수 84.2에 비해 히 떨어져 있다(Kwon.etal.,2004).그

리고 실제 학습자들의 어 의사소통 능력이나 TOEFL등과 같은 국제 공인 시

험의 결과에서는 2007년 국가별 토 성 을 비교해 볼 때,토 응시생의 평균

수에서 120 만 에 네델란드가 103 으로 1 ,덴마크가 101 으로 2 ,싱가포

르가 100 으로 3 ,그리고 핀란드가 98 으로 4 인데 비해 한국은 77 이었으며

2008년에는 네델란드와 덴마크가 102 으로 공동 1 ,핀란드는 97 으로 8 인 반

면 한국은 78 인 89 를 기록했다.그래서 정부나 련 부처에서는 어 경쟁력

확보를 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해 왔다.2016년 이후

수능 어를 체할 것으로 상되는 국가 어능력시험(NationalEnglishAbility

Test:NEAT)에서는 종 에 수능 어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역인 어 말하기

와 쓰기 기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의 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도 도민들의 외국어 경쟁력을 높이기 해 특별법을 제

정하여 어 상용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련 학회에서도 제주도민들의 어

능력을 제고하기 한 여러 방법들을 제안한 바가 있다.최근에는 제주 어교육

도시 건설로 외국의 유명 교육기 에서 운 하는 국제학교를 비롯하여 한국의

교육기 에서 운 하는 공립국제학교들이 개교하여 국어와 국사를 제외하고 모

든 과목들을 어로 가르침으로써 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이와 더불어

어교육도시에 거주할 사람들과 련 공무원들의 어교육을 담당할 제주 어

교육센터가 곧 설치됨으로써 어 경쟁력 제고를 한 인 라가 강화될 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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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어교육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고

하는 것이 더욱 실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어 상용화의 지속 인

추진과 제주 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들의 어 몰입교육의 시행으로 제주 어교

육도시 밖 어교육은 생존의 길을 모색할 시 에 와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어

교육은 제주 어교육도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교육에 주목하면서 제주

지역 학생들의 어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해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외국의 어교육 선진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고찰하고 학생

들의 정의 측면을 고려한 보다 실에 맞는 어 습득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

이 두된다.비록 2007개정 어교육 과정이 언어의 4가지 기능의 균형있는 습

득에 목표를 두고 실행하고 있는데 실제 학습자들이 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해 과거와 얼마나 다른 학습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악할 필요가 있다.그

리고 학생들이 어 학습을 해 필수 인 어 교과서가 어 습득을 한

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교재에 한 선호도 활용도 한 어 학습에 향을

수 있는 요소라고 단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재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의 어 학습 성향과 학습 방법은 어

떠한가?

둘째,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은 재 사용하고 있는 어 교과서에

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셋째,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의 어 능력을 강화하기 한 효과 인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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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여기서는 일반 으로 어교육이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외국의 선진사례

로서 싱가포르와 홍콩 덴마크와 핀란드의 학교 어교육의 특징을 고찰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심을 두고 있는 학교 어교육의 내용을 검토한 후,제

주국제자유도시 련 어교육 개선에 한 선행연구를 검하고자 한다.

2.1외국의 선진 어교육 사례

2.1.1싱가포르 언어 정책과 어교육 특징

2006년 재 싱가포르 보건부 기 으로 싱가포르의 인구 분포를 보면 인구

4백만 명 75.2%가 국계,13.6%가 말 이계,8.8%가 인도계이며 나머지

2.4%는 유라시아나 유럽 는 아랍인들로 구성되어 있다.싱가포르는 다민족 국

가로서 비록 말 이어, 국어(북경어 :ChineseMandarin),타 어, 어 이 4개

가 공식 언어이다.여기서 공용어란 (officiallanguage)정부,법률,신문방송,교

육제도 등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공식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Crystal,1997:

3).신문,방송,잡지 등 언론 매체들은 물론 철이나 버스,간 등 사회 반에

걸쳐 모두 어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원들까지도 어

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어 친화 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언어정책의 특징으로 언어다원주의(multi-lingualism)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이는 단 하나만의 언어만을 채택,교육이나 법률 등에 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토 내에서 국가의 주 구성원이 되는 그들의 언어

문화의 정체성과 련한 각각의 언어들을 인정하고 보존하도록 하며 소통을 목

으로 하나 이상의 언어를 인정하는 것을 일컫는다.이것은 문화 다양성을 인

정하면서 공식 인 문화다원주의 정책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Stewart(1968)의 언어계획정책 한 가지에 해당한다.즉,한 국가 안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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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 개의 언어들을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국가 체 으로 공공의 목 과 의사

소통을 해 한두 가지 언어를 채택하는 략이다.그래서 싱가포르는 이것들에

한 해결 방안으로 이 언어 교육 강화를 통해 효과 으로 처하고 있다.일

부 싱가포르 지도자들은 국제어로서 어가 의 과학기술,정보 문화 교류

측면에서는 정 으로 인식하지만 통 문화의 가치와 갈등을 야기,정체성 상

실의 험성 내포 사회 응집력과 문화 토 를 흔들 수도 있다는 부정

측면을 동시에 우려해왔다.한 로 싱가포르 수상 이 유는 언어 정책의 특

징으로 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탈문화화의 악 향을 받게 되어 싱가포르 사

람들에게 종족의 그룹으로서 성공하겠다는 의욕과 의지를 주는 사회 응집력과

문화 토 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시민들을 만드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고 하

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교육할 때 4개의 각기 다른 언어로 가르치게 된다면 네

개의 다른 옳고 그름을 가르치게 되어 네 개의 다른 민족을 양산하게 되므로 사

회 통합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지 했다.

싱가포르 교육제도는 국제화 지식기반 경제에 응할 수 있는 인 자원

양성을 정책 기 로 두고 언어교육을 시하고 능력 주의 교육을 시행하며

국식 학제를 가미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싱가포르 정부는 모든 국민이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가 성장하여 하나의

건 한 인성으로 보다 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싱가

포르 교육부,2001). 등학교에서는 유치원 과정부터 공용어로 쓰이는 어 이외

에 1개의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만 6세에 입학 4년의 기 과목 이수와 5-6학년

의 기본 과정을 받는다.기 과정에는 어,모국어이며 등학교 입학 후 최

3년은 어 제 2외국어를 이수하는 이 언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싱가포

르 정부는 어를 매개어로 하는 학교 비율이 비약 으로 증가하면서 민족어 학

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감소하자 1987년 싱가포르 정부는 국의 모든 학교가

어를 제1언어로 하고 민족어를 제2언어로 정하도록 결정하 다.이는 자신이 속

한 인종의 언어를 제2언어로 등학교부터 필수 으로 배우도록 함으로써 해당

민족의 통과 문화유산 보존은 물론 어 구사가 가능할 수 있는 이 언어교

육을 실시하기 함이다.그리고 등학교 입학 후 3년 동안은 이 언어 교육을

치 하는데 3학년 말에 이 언어 시험을 치른 후 수료 시험 성 에 따라 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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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하며 평균이 55 이하의 성 을 받으면 유 시키는 유 제를 택하고 있다

(박제희,2003).싱가포르에서는 10년 의무교육 기간 동안 문자,수리,이 언어,

체육,도덕,창의성 등을 강조하는데 특히 모든 학생들이 어 모국어를 배우

도록 하는 이 언어 교육 정책의 시행은 특징 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어교육과정상의 특징으로는 학생들의 국제 수 의 어 실력을 해

하고 효과 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 을 두고 있으며 이를

해 등학교와 학교 어 학습 과정을 하나로 묶어 필요시 좀 더 융통성을 발

휘하려는 취지 때문이다(정 숙,2005).이는 교육 과정을 좀 더 효율 이고 일

성 있게 추진해 나가려는 싱가포르 어 정책의 장기 인 학습제도를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의미 심,의사소통과 의사표 수단,

목 과 청 ,맥락,문화에 따라 다양한 담화 형식을 창조하는 철학 배경을 지

니고 있다.특히 학교에서 어는 학습자가 자기 주도 이고 효과 인 의사소통

을 하며 창의 인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가진 학생이 되도록 하는데 심을 두고

있다.수업은 민족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이 어로 진행되는 몰입식(immersion)

교육이며 주당 수업시수는 40시간 어수업을 8시간 배정하고 있다.

앞에서 지 했듯이 싱가포르는 국어,타 어, 어,말 이어 4가지 언어가

공용어로서 네 언어 모두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가 국민의 실용어로서 국가 수 에서 통합 언어로서 기능하고 있다.다민족

다언어를 채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어의 유창성은 곧 성공으로의 지름길

로 여겨지고 있다.그래서 어사용은 사회 반에 걸쳐 경제 발 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더불어 어는 어느 종족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립 언어로 간주되어 타 종족들과의 갈등을 래하지 않는 언어로

기능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어는 국가,사회,개인 수 에서 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경제 측면에서는 국제 무역이나 융의 심지로서 기능

을 한 실용 이라는 언어라는 이고 사회 측면에서는 종족 간 의사소통을

한 매개체로서 선택되며 개인 인 측면에서는 어 사용 능력은 좋은 일자리

를 얻는데 유익한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이러한 장 들로 인해 싱가포르에서는

어 매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가 지속 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그리

하여 15-20세 사이 사람들 87%가 어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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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1997:51) 재는 북경어,말 이어,타 어를 모국어로 하는 90% 이상

의 학생들이 수업을 어로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2.1.2홍콩의 언어정책과 어교육 특징

홍콩은 언어사용에 있어서 어와 동어(Cantonese)가 공존하는 이 언어

사회이다.정부 간행물,공식 인 서류,거리명 등은 어와 국어가 모두 사용

되고 있지만 어는 사업 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 언어로 사용되며 반면 동

어는 가족,친지,그리고 친구들 간 의사소통을 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홍콩

이 1997년 국으로 반환된 후 국과 홍콩 간의 인 ,물 교류가 빈번하게 됨

에 따라 홍콩 당국은 국의 공용어인 북경어(Mandarin)의 사용을 유도하기

해 북경어를 . 등학교 교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하 다.그리고 교육 당국은

재정 지원을 통해 북경어를 정규 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으로 가르치도록 장려

하 다.홍콩 반환이 에는 등학교의 60% 이상에서 어를 교육할 때 매체어

로 사용했으나 반환 이후에는 25%만이 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75%가

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학에서는 여 히 86%가 어를 사용하

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 신에 행정의 언어로서 북경어를 사용하자는 정책이 그 권 와

요성 면에서 어와 동어를 사용해 온 언어 정책을 체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북경어는 정치와 행정의 언어로, 어는 기술,상업, 융의 언어로,

그리고 동어는 가정과 친교의 언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김종훈,2004).이처럼

북경어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은 북경,상하이, 만,홍콩에서 사용되는

국어가 단지 발음상에 차이일 뿐 문자 상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의미 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홍콩이 국으로 반환된 후에

도 어가 사회 반에 걸쳐 매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를 비

롯한 각종 신문이나 방송 등 다양한 매체들이 여 히 어로 진행,보 되고 있

으며 특히 무역,제조업 융 등의 분야에서는 어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1997년 국에서 국으로 반환된 후, 국 정부는 어교육을 강화하기 보다

는 국어 사용을 확 ,사용토록 함으로써 어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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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제2외국어 수업을 제외하고는 동어만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해

야 하고 어 사용을 지해 왔다.그러나 최근 국어 교육을 강조해온 홍콩이

어 교육을 다시 강화하고 홍콩 교육국은 ·고등학교를 문학교, 문학교로

구분해 온 것을 폐지하여 학교마다 문, 문 학 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

다(YTN,2008.6.8).최근 국제무역의 심지에서 어의 요성이 동어를 앞

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국 정부는 수업시간에 어사용을 제한해 왔던 정책을

완화하여 400여 학교 114개 학교에서 어로 수업 진행을 허용했던 것을

추가로 80여 학교를 늘려 어로 수업진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이 같은 조

치는 주권 반환 이후 강조돼 온 국어 교육정책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여겨

지며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해 어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

홍콩 어교육도 싱가포르의 어교육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업이 어로 진

행되는데 홍콩에서는 국어 과목과 역사를 제외한 모든 수업이 어로 진행되

었다는 과 내용언어통합학습법을 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주

권이 국으로 이양되기 이 에 비해 어교육이 과거만큼 강조를 하지는 않아

왔지만 여 히 홍콩의 주요 학에 입학하기 해서는 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홍콩에서는 여 히 어가 홍콩 정부 는 행정

상층부의 언어가 되었으며 학에서는 교육언어로 그리고 법정의 언어로 사용되

어 왔다.홍콩의 부모들은 어를 일종의 명성과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징

표이자 실용 인 언어로 생각하여 자녀들로 하여 조기에 어를 익힐 수 있도

록 많은 재정 ,뒷받침을 해오고 있다.다시 말해 이들 부모들은 조기에 어교

육을 함으로써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더 나은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으로의 주권 이양 이후 심에서 멀어졌던 어교육이 최근에 다

시 강화되면서 그 동안 어교사 수 에 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어왔던 바 홍

콩 교육인 자원부는 어교사의 어능력 향상을 해 어교사들에게

LPAT(LanguageProficiencyAssessmentforTeachers)라는 시험에 통과한 증

명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교사들은 교단에서 퇴출당

하는 상황에 와있다.이 시험은 정부에서 고용된 어교사 이외에 원어민들조차

도 시험에 떨어질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어교사의 능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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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단 으로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1.3덴마크의 언어 정책과 어교육 특징

흔히 성공 인 어교육의 역할 모델로 유럽에서는 덴마크,핀란드,네델란드

등을 많이 언 한다.덴마크는 스칸디나비아와 앙유럽을 지리 ·문화 ·상업

으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2009년 재 인구는 5,523,000이며 스칸디나

비아인,페로스인,이뉴잇족이 있지만 국민 다수가 덴마크인이며 공용어로는

덴마크어를 사용한다.19C말에 이르러 어가 공교육 과정에 속하면서 범

하게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이때까지도 어는 희랍어,라틴어,독일어,불어에 비

해 언어 로서 존재감이 미약했다.이는 한 언어교육의 문제 을 낳을 수 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했다.당시 덴마크의 어교육의 문제 (Jespersen,1904;

Sorensen,1989;Juul& Neilsen,1992;Howatt,1999)으로는 심 교육으로

구어 어로서의 어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라틴어 문법에 꿰맞

춘 문법 주의 교육,번역 연습 주의 교육이었던 ,자연스럽지 못한 뭔가

꾸며낸 듯 한 문 사용으로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기

계 ,암기식의 언어습득,입시 주의 교육 등은 그 당시 어교육의 실태를 극

명하게 보여주는 라고 하겠다.그러나 19세기 말 유럽지역에서 외국어 교육 개

운동이 개가 이루어지고 있을 시기에 Vietor라는 독일인 학자가 1882년

"DerSprachunterichtmussumkehren"(외국어 교육 개 을 구함)이라는 논문

을 "QuoussqueTandem"1)이라는 필명으로 발간했다.여기서 그는 언어 심의

외국어 교육,음성학을 활용한 발음교육,자연스러운 문의 사용,귀납 문법

교육 등을 주장하 다.그리고 덴마크에서 독일인 Franke(1884)의 언어 심리학

생리학에 의거한 실용 외국어교육(Die Praktische Spracherlernung auf

grundderPsychologieundPhysilogiederSprache)을 Jespersen이 덴마크어로

번역하면서 외국어 개 운동이 개되었다.

1) 키케로  Quousque tandem abutere, Catilina, patientia nostra? (How long will you abuse our 

patience, Catiline?)라는 문  첫 두 단어를  것 로 태 연한 어  언제까지 참고 견

야 하는가는 뜻에  여진 것 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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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국어도 모국어와 유사한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말하

기 심의 외국어 교육 외국어 학습 시 문화의 요성 등을 역설하 다.이는

덴마크도 약 100여 년 까지 만 하더라도 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 주의

어교육과 문법·번역식 어교육이 만연하 던 것을 여실히 말해 다(한학성,

2004).덴마크에서 언어교육 개 을 한 단 가 되었던 것은 1886년 스웨덴 스

톡홀름에서 개최된 제3회 스칸디나비아 언어학자 회에서 스웨덴의 Lundell,노

르웨이의 Western,덴마크의 Jespersen이 세 학자가 스칸디나비아 외국어 교육

개 을 한 모임인 QuoussqueTandem이라고 명명되는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그 후 Jespersen은 외국어교육 개 과 련한 논문인 새로운 외국어 로그램

(DennySpronundervisningsProgram)을 발표하 다.이 논문에서 그는 말하기

심의 어교육과 발음 교육의 요성,정확한 발음을 한 발음 교육 체계의

확립 사용,암기식 주의 문법 교육의 반 ,문법 규칙을 학습자 스스로 찾

아내도록 하는 귀납 문법 교육,단편 이고 부자연스러운 문장보다는 자연스럽

게 내용이 연결되는 텍스트의 학습 기부터 사용,번역의 최소화 목표어 자

체를 통한 외국어 습득을 강조했다.

덴마크는 노동자의 80%가 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 다수가

어구사 능력이 뛰어나다.덴마크에서는 자국민들끼리의 화는 자국어로 하고 도

로 표지 이나 간 도 철 히 자국어로 표기하는 등 철 히 어를 외국어로서

취 을 하고 있지만 덴마크 국민들이 이 처럼 어 구사능력이 뛰어 날 수 있었

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만은 아니다.덴마크의 어교육 개 과정의

심에는 Jespersen(OttoJespersen,1860-1943)이 자리한다.

그가 제시한 어교육 방향은 첫째,외국어 교육의 기본 목표를 의사소통

심에 두었다.이를 해 목표어 수업은 목표어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학습에서

의 유의미성(sensiblecommunication)을 주장했다(Jespersen,1904:10).둘째,발

음교육의 요성이다.그는 정확한 발음 습득을 강조하면서 어교육 장에서

일 성있는 발음기호 체계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어 철자와 실제 발음간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 을 극복하고 발음 표시 문제 해결을 한 새로운 발음

기호 체계의 확립 발음 교육을 한 음성학 지식의 활용을 강조했다. 한

어 소리를 모국어인 덴마크어 소리와 연 시키는 것을 차단해야 함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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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세웠으며 외국어 기에 철자법으로 인한 혼돈을 막기 해 일반 철자

신 발음기호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그의 이러한 주

장 때문에 그의 교수법을 발음기호 교수법(phonetictranscriptionmethod)이라고

도 한다.셋째,외국어 수업 시 목표어 사용의 최 화 번역의 최소화를 주장

하 다.넷째,귀납 문법교육이다.문법은 학습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깨달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외국어 학습 기에는 문법 교육이 문제가 있으나 학습이 어느

정도 진 이 된 이후에는 문법 교육의 유용할 수 있다는 을 보여 연역 방

법이 뒷받침되는 귀납 근을 취했다.문법 오류와 련해서도 그는 지극히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법에 무 집착하지 말아야함을 강조하면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정확성 보다는 유창성의 요성을 강조했다.다섯째,교재 구성

의 요성이다.그의 교재 구성의 원칙은 문들의 의미 합당성과 자연스러운

연결,다양하면서도 흥미를 유발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 을

사용하고,정확성 난이도에 따른 진 배열되어야 함을 제시하면서 문법

난이도에 한 지나친 고려는 피할 것을 주장했다.여섯째,무조건 암기식 교

육이 아닌 실제 이고 유의미해야 한다.일곱째,외국어 해당 국가에 한 문화

이해의 요성,학습 기에 매주 상당한 시간을 해당 외국어 학습에 할애할

것을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집 교육을 통한 외국어에 한 확고한 기 를

마련한 후 일정 수 의 외국어 능력이 확립되었을 때 주당 외국어 시수를 여

도 무방하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모국어 능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후 외국어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Jespersen,1904).

덴마크 외국어 교육의 특징은 EU에서 정한 A1-C3까지의 성취수 을 각 학

년에 맞게 목표를 설정,목표 달성을 해 체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

인 교육 방법들은 교사들 간의 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다. 한

CommonEuropeanFramework(CEF)라는 외국어 교육과정,평가,교수 학습

교과서 개발을 한 지표로 삼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이는 어린 아이부터 성인

에 이르는 통합 인 목표 하에 성취 수 을 6단계로 나 는데 이를 국가별로 필

요에 따라 하게 용한다는 것이다.학생들 부분이 공립학교에 다니고

등 4년부터 어를 교과목으로 배우기 시작한다.그들은 문법이나 독해보다는 실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실용 어 주로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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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2010).덴마크에서 어교육 원칙은 어는 어로 가르친다는 것 이외

에도 수학,미술,과학등도 어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등학교 4학년부터 제1외

국어로 어교육을 주당 2시간,그 이후는 3시간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1,2

학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교육인 자원부자료,2007).주당 어교

육 시수를 고려할 때 많은 시간을 어에 소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

만 어렸을 때부터 더빙이 되지 않은 미디어를 많이 하고 많이 말하고 많이 듣

는 실용 이고 의사소통 인 언어 습득과 어친화 인 사회의 환경을 고려한다

면 교육 시수와 어구사의 계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듯하다.

2.1.4.핀란드 언어 정책과 어교육 특징

핀란드는 한국어와 같은 우랄알타이어에 속한 유럽의 작은 섬나라이다.13세

기에는 스웨덴,덴마크,독일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배에 한 심의 상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주변 열강으로부터 계속되는 수난의 역사를 받아왔다.이

와 함께 내 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언어 으로도 세에는 독일

어,라틴어,스웨덴어가,16,17세기 이후에는 스웨덴어가 핀란드의 행정과 교육

에서 주로 지배하면서 핀란드어의 사용 비 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그러나

19세기 엘리아스 뢴로트가 민족 서사시 칼 발라를 술하여 민족주의를 고취시

키는 계기를 마련하 으며 스웨덴어를 쓰던 상류층들도 핀란드어와 핀란드 문화

에 해 주도 으로 장려하 다.그리고 1892년에는 핀란드어가 스웨덴어와 필

할 만한 공식 지 를 얻게 됨으로 인하여 정부와 사회를 지배하는 언어로 핀

란드어가 자리를 확립하기에 이르 다.이와 같은 지속 인 주변국들로부터의

향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는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교육 시스템,국민 의식,정부의 재정 인 뒷받침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고 할 수 있다.무엇보다 핀란드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국민 개개인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발로가 강한 동기의

식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윤신화(2006)는 어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 원천을 학부모들의 극 인

지원에 힘입은 외국어 몰입교육(immersionprogram)에 있다고 했다.그러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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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 요한 것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좀 더 거시 이고 장기 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이다.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일정기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학생들의 반응과 효과를 통한 이행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다.핀란드의 교육

원칙은 뛰어난 학생을 육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생이 일정 실력을 갖춤으

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철 한 수 별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는 공식 으로 7세부터 공교육이 시작되고 등학교 3학년부터 어교

육을 시행하고 있다. 어 교육은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학생들

은 이를 정 으로 받아들인다.그러나 핀란드 국민들이 처음부터 어에 친숙

한 것은 아니었다.핀란드 한 처음에는 문법·번역식 방법과 주입식으로 어를

가르쳤으나 실용 이고 실 주의 어 습득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수방법을

바꾸었다.

핀란드 어교육의 핵심은 과목의 내용과 언어를 통합해서 가르치는 철 한

내용언어통합학습법(ContentandLanguageIntegratedLearning)을 통한 어

능력 향상에 있다.무엇보다 목표 언어에 한 일 된 정책,학부모의 극성,풍

부한 경험과 자질을 갖춘 교사,그리고 어에 많이 노출되는 학생들의 극성이

핀란드 국민들의 어실력 향상에 있어서 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2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교육 특징

본 에서는 제7차 어과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한 2007개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어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시한

어정책 어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이와 련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2.1.제7차 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어교육은 먼 우리나라 행 어과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이 개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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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은 근본 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부분 으로 개정한 것이므로 2007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이해하기 해서는 제7차 어과 교육과정에 한 설명이 우

선되어야 한다.교육부(1996)보도 자료에 따르면 제7차 어과 교육과정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인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

과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발 시켜 외국에 소개할 수 있

도록 함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 를 주도할 창의 인 교육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이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의사소통능력을 신

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다.이 어교육과정은 의사소통 교수법

(CommunicativeLanguageTeaching)에 기 를 두고 문법 정확성 보다는 의

사소통상 유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해 제7차 어과 교육과정에서는 7개의 의사소통 기능과 그와 련된

46개의 시 의사 소통문을 제시하고 있다.7개의 의사소통 기능은 친교활동,

사실 정보교환,지 태도 표 ,감정표 ,도덕 태도 표 ,설득과 권고,그리

고 문제해결이다.세부 으로는 친교활동에 인사,소개,감사,칭찬,약속,음식

권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 정보 교환에는 사실 확인,사실 묘사,습 ,

경험,계획,수정,비교 등을 포함하고 있다.지 태도 표 은 동의와 반 ,제

안,기억 묻기,확신하기,의무,허락,지시, 지,의견 표 등으로 나타나고 있

다.감정 표 에는 희노애락,원하는 것,동정,소망과 의지 등에 한 것이다.도

덕 태도 표 으로는 사과,변명,후회, 심이 있고 설득과 권고에는 요청,충

고,경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제해결 부분에는 원인과 결과,길 안내,물건사

기,음식주문,이해 검 화하기가 들어있다(교육인 자원부,2007).

둘째,제7차 어과 교육과정은 문자언어보다 음성언어를 시하는 언어교육

과정이다.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어교육이 문자 언어 심이었던 종

의 문제 들을 개선하여 음성 언어 심의 교육을 함으로써 어 의사소통 능

력을 향상시키는데 을 두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과거보다 듣기와 말하기

심의 음성 언어 사용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제7차 어과 교육과정은 활동과 과정 심의 어 학습을 강조하고 있

다.제6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그룹 활동이나 체험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

와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게임이나 역할 놀이 등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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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성취 기 의 명료화와 상세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제7차 교육 과정

에서는 제6차 교육 과정의 내용을 성취 기 으로 바꿔 상세화하 는데 내용 체

계는 언어기능,의사소통 활동과 언어 재료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언어기능

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4가지 언어기능을 통합 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소통 활동은 음성 언어와 문자 활동으로 나 고 있다.그리고 언어의

재료는 교재,문화,언어,어휘,단일 문장의 길이를 고려하여 제시하면서 등학

교에서의 어휘를 체 450단어 이내로 제시하고 30단어의 외래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고 1까지는 1250단어의 새 어휘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소재로는 학습자의 흥미,인지 수 을 고려하고 어권 생활양식과 문화에

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사소통 기능 시문과 기본 어휘 수를 크게 늘렸

다.이는 교수자나 학습자에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 목표를 명

확하게 알도록 하기 한 것이다.

다섯째,제7차 어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 에 맞는 학습여건을 제공하기

해 심화·보충형 수 별 어교육을 채택하고 있다.다시 말해 우수한 학생과

학습에 뒤쳐진 학습자들 모두를 한 어교육을 실시하되 우수 학생들에게는

심화 과정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학업

에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하는 학생들을 해서는 보충 과정을 통해 정상 수 에

미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섯째,제7차 어과 교육과정은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심의 교육을 강조

하고 있다.이는 학습의 주체가 학생이란 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흥미, 심,그

리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의 방법도 학습자 심으로 하며 학

습 과정에서 참여와 학습에 한 책임감 자기 주도 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곱째,제7차 어과 교육과정은 논리 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가발 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어교육을 실시하려

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제7차 어과 교육과정에서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는 <표 1>에서 보듯이 언

어 기능,의사소통 활동 그리고 언어 재료로 구분되고 있다.언어기능은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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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기능을 개별 이 아니라 통합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 을 두

고 있으며 의사소통 활동은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한 음성언어 활동과

문자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언어 재료는 자연스러운 언어활동을 해 교재,

문화,어휘 문장의 길이를 고려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소재로는 학생들의 흥미

도 인지 수 을 고려하여 어권 문화 표 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1997).

<표 1> <제 7차 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모형:한국교육개발원,1997>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competence)

의사소통 활동

(communicativeactivities)

음성 언어 기능

(spokenlanguageskills)

문자 언어 기능

(writtenlanguageskills)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listeningskills) (speakingskills) (readingskills) (writingskills)

이해 기능(receptiveskills) 표 기능(productiveskills)

의사소통 기능과 시문 의사소통에 필요한 문장 형식

기본 어휘

(vocabulary)
언어 재료

교수 학습 자료

특히 제7차 어과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모형을 주축으로 하면서 의사소통의

기능과 문장의 기본 구조를 연결시켜 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 별 교육 과정의 틀 속에서 심화·보충형 수 별 교육과정,단계형 수 별 교

육과정,선택형 교육과정을 두고 있다.심화·보충형 수 별 교육과정은 등 3-6

년 사이의 과정으로 흥미로운 것에서 시작하여 체험 ,감각 학습활동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어교육에 근하려는 과정이다.이에 한 학습 방법으로는 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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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노래,시청각 자료나 교구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한

활동 심 수업이 권장되고 있다.말하기와 쓰기 지도는 창기에는 의미 달에

그리고 차 유창성과 정확성에 을 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열린 교육을 통한 개별 력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습 목표에 알맞게 다양한 교수방법을 용하도록 하고 있다.가령 보충 심

화학습에서는 개인별,조별,분단별 수업 방법의 강구와 이를 해 알맞은 수업

자료를 제작,활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아울러 어권 문화에 한 한

상황 소개 한국어와 어의 차이 을 인식하기 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형 수 별 교육과정은 1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교육과정으로

각 단계별로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 단계에서 보충·심화

학습을 한 열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학습자 심의 수업과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작용이 활발하도록 하면서 가능한 어로 말하는 수

업을 진행한다.게다가 의사소통 략을 활용,문화 학습으로 가치 과 단력을

부여하면서 인지수 에 맞게 동기를 유발하도록 한다.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

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시청각 자료를 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성취

기 을 악한 교수방법을 개발하여 학습 내용이 내재화로 자연스럽게 표 가

능하도록 하며 기계 인 연습을 피하면서 유창성을 가질 수 있게 연습하도록 하

고 있다.읽기는 직독 직해가 가능하도록 지도하며 쓰기는 주제 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을 한 것으로 인지

발달로 인한 다양한 어 학습 방법을 고려하여 편성되고 있다.이 과정은 어

I, 어 II, 어 독해,실용 어 회화, 작문을 포함하고 있다.

어 I과정에는 학습 방법으로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며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다.이는 상호작용을 극 화함으로써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 동기

를 유발하여 학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의사소통 략을

활용,유창성을 기르는데 을 두고 있으며 읽기는 속독을 통해 의 핵심을

악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학습을 통해 단력과 가치 을 기르는데도 심을

기울이고 있다.



- 20 -

어 II는 향후 진로와 공 분야에 따른 학술 인 연구 수행에 필요한 어

의 4가지 기능을 배양시키기 한 것으로 학습 내용은 어 I과 연계하여 지도하

고 가능한 시청각 자료와 멀티미디어를 많이 활용하여 지도한다. 한 외국 문화

의 차이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역 을 둔다.

어 독해는 어를 읽고 이해하는 과목으로 교수 학습 방법으로는 독서 의

욕 고취를 해 다독 심의 지도를 통한 독서의 즐거움과 가치를 얻고 동시에

필자의 의도나 태도를 악할 수 있도록 한다.암기 보다는 이해에 을 두고

지도하며 문화 학습과 개별 자율학습을 지도함으로써 학습을 장에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용 어 회화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회화 표 을 지도하는데 이는

의사소통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청해와 표 능력을 길러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하며 실생활과 유사한 모의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을 터득함으로써 정

서 심리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한 개인별,

분단별 학습 활동을 통한 유창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공공 생활을 통해 과업과

내용을 선정하여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 을 둔다.

작문은 배운 내용과 소재를 심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로 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학습 내용은 7-10단계와 연계하여 지도를 하

고 작문에 알맞은 교수 학습을 용하고 이해 가능한 수 을 제시하면서 통제

작문과 자유 작문을 히 활용함으로서 다양한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제7차 어과 교육과정에서는 7가지 어 평가 원칙을 세우고 있다.첫째로,

의사소통 기능을 효과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둘째로,

단편 이고 지엽 인 문법지식의 측정은 피하면서 언어능력을 종합 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다.셋째로,평가 목표에 따라 분리평가와 통합평가를

하게 사용하되 고 단계에서는 통합평가에 비 을 둔다.넷째로,자기 주도

의사소통 의욕과 의사소통 활동의 참여도 학습 발달 과정 등을 찰하여

평가한다.다섯째로,평가를 통해 이미 터득한 언어 규칙이나 모형을 기 로 언

어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확인해 보게 한다.여섯째로,평가는 학습목표와 그 축

을 같이해야 한다.일곱째로,과학 이고 체계 이며 지속 인 평가활동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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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원칙이다.

좀 더 구체 으로 말해 심화·보충형 수 별 교육과정에서는 음성언어 심의

듣기,말하기 평가를 주로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읽기와 쓰기 평가가 이루어지며

학년에서는 듣기,말하기 평가를 고학년에서는 읽기,쓰기 통합 평가를 하

도록 하고 있다.심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성취 의욕을 고취하는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견해이다. 어 사용 능력에 한 종합 인 평가와 련해서는 듣기 평가는

어휘,내용 이해 용을,말하기 평가는 어휘,발음,의미 표 ,유창성을,읽

기 평가는 어휘,내용 이해 용,그리고 쓰기 평가는 어휘, 차,의미 표 ,

조직성을 평가한다.평가 방법으로는 구두시험으로 통합 평가와 듣기 평가를 개

별 으로 실시하여 그림과 소리를 연결하여 측정한다.말하기는 그림이나 구체

인 상황을 제시한 후 이에 부합되는 표 법을 생각해 내는 능력을 평가한다.읽

기는 간단한 단어나 어구,문장과 이에 부합되는 그림을 제시한 후 연결하도록

평가한다.쓰기는 알 벳,그림을 보고 단어 쓰기,상황을 주고 이에 부합하는 문

장을 쓰는 능력 평가이다.

단계형 수 별 교육과정상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에 알맞게 단계별 수 을 측

정하는데 을 맞추고 있는데 통합평가방식이 권장되고 있다.다시 말해 구술

면 (oralinterview test),받아쓰기 시험(dictationtest),규칙 빈칸 채우기 시험

(clozetest),에세이 쓰기 시험(essaywriting)등이 제시되고 있다.평가상 지침으

로는 음성언어 듣기,말하기 뿐 만 아니라 읽기,쓰기 평가가 있는데 읽기,쓰기

는 듣기 말하기와 연계시켜 평가한다. 학년은 유창도를 고학년은 정확도를 평

가한다.그리고 창의성,모험성,추측력 평가 타당성,신뢰성,객 성을 갖춘

평가를 하도록 한다. 어 사용 능력에 한 평가로는 듣기는 어휘,내용 이해

용을,말하기는 어휘,발음,문법,문화의 이해도,의미 표 ,유창성을,읽기

는 어휘,내용 이해, 용 추론력을,쓰기는 어휘, 차,의미 표 ,응집성

조직성을 평가 지침으로 둔다.평가 방법으로는 구두시험으로 통합 평가를 하며

듣기 평가를 개별 으로 실시하여 그림과 소리를 연결한다.말하기는 그림이나

구체 인 상황을 제시한 후,이에 부합하는 표 법을 말하는 것이며 읽기는 배운

단어나 어구,문장과 부합하는 그림을 제시하여 평가한다.그리고 쓰기는 그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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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을 문장으로 표 하도록 하여 자기표 능력을 평가한다.평가의 처리

는 심화·보충형 평가와 동일하다.

선택 교과 과정은 학생들이 자발 으로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한 내

용을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깊이있게 평가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어 I,II는 의사소통 기능과 유창성,타당성,신뢰성,객 성을 갖춘 평가로 분

리와 통합 평가를 히 활용하되 통합평가 방향으로 측정 비 을 확 하는 것

이며 의사소통 활동 참여도 찰을 평가한다. 어 독해는 독해 책략 숙지도 측

정, 개, 의 악,논조 악,암기 주 평가 지양,독해 능력을 종합 으

로 평가,실용문 읽고 내용 악 등을 평가한다.실용 어 회화는 유창성과 정

확성을 하게 평가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실제 평가하고 받아쓰기와 면담,주

어진 과업이나 문제 해결 등을 종합 평가한다. 한 의사소통 참여도도 평가

상에 포함시킨다. 작문은 쓰기 능력 집 평가,생각하는 내용을 써보는 평가,

어휘,문화 인 면,문법,스타일리스틱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고 논리의 정확

성,단락의 응집성,언어 사용의 정확성 비 ,논쟁,자기주장을 철하는 능

력을 평가에 포함한다.

2.2.2.2007개정 교육과정 기반 어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어교육을 수행하고 있다.이 2007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큰 틀

을 유지하되 안별로 지식 정보화,다매체,다문화 등 사회의 변화에 따른 외국

어 교육에 한 사회 ,개인 요구를 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해

효율 인 교수·학습 방법 등의 개선과 외국어과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 을 개

선한 교육과정이다(교육인 자원부,2007).

개정 방향으로는 학생 심 교육 과정의 구 을 해 학습 내용의 연계성 강

화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을 두고 있다.학생 심 교육과정의 구 을

해 실 합성을 제고한 수 별 수업 운 지원,선택 과목 간 수 별 차별화로

학습자의 능력, 성,소질 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

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반 한 교과목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데 역 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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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학습 내용의 연계성 강화는 학교 학년 간 교육 내용의 연계를 강화하

고 선택과목간 진로별 특성을 반 하여 계열성을 강화하고 있다.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한 한 의사소통 기능 문화 련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강화하

으며 교수·학습 방법 평가와 련한 내용을 개선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국민공통 기본 어교육 과정에서 어와

어 과목의 필요성을 부분 으로 보강하 으며 수 별 수업에 한 단 학교

자율성과 련한 진술을 포함시키고 있다.성취 기 과 련해서는 문자언어 도

입 시기를 등 4학년에서 3학년 2학기로 조정하 으며 등 문자 도입과 련

한 항목을 재조정하되 문자언어 수 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수 을 유지하고

있다. 등 어의 성취기 은 학년단 로 통합하고 그 계를 조정하 으며 성

취 기 을 반 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화,기본과정으로 구분된 내용을 통합,

조정하 다.그리고 표 기능에 한 성취 기 을 우리나라 어교육 여건을 고

려, 실에 합한 수 으로 조정하 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수 별 수업과 련된 내용을 명료화하고 활동 내용도

구체화하 다. 한 교수·학습 방법에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을 강조함으로써 인

터넷을 통한 다양한 문화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 다.

평가와 련해서는 평가의 계획에서 활용까지를 평가지침으로 제시하고 학교

별 평가상의 유의 을 분리 제시하 다.문화를 소재 항목에 통합하여 교과서

에 반 하는 정도를 강화함으로써 타문화에 한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 다.

의사소통 기능과 시문과 련해서는 담화 특성과 의사소통 상황 등을 고려

하여 의사소통 기능 분류 시문을 조정하 다.어휘는 기본 어휘 련 지침

을 명료하게 개선하고 기본 어휘의 타당성 확보를 통한 기본 어휘수를 소폭 증

시켰다.

선택 심 교육과정의 어 I,II는 제7차 교육과정상의 어 I,II와 동일하나

8단 를 6단 로 조정한 이 다르다.아울러 어의 듣기,읽기,말하기,쓰기의

네 기능을 다룬다는 에서는 유사하나 제7차 어과 교육과정에서 어 회화를

실용 어 회화와 심화 어 회화로 구분하 다는 과 듣기와 말하기 기능을

통합하여 실용 기능 습득을 강조한 이 차이가 나고 있다. 어 회화 수 은

어 I,II에서 다루었던 부분 보다는 다소 낮게 잡고 있다.제7차 어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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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어 독해와 어 작문은 2007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어 독해와 작문,

심화 어 독해와 작문이란 두 과목으로 분리되고 있으며,수 은 어 I,II보

다는 약간 높게 설정하고 있다.선택과목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 어 과목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택과목별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국민

공통 기본교육 과정상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각 과목별 목표 진술을 명확히 하고

있다.게다가 각 과목에서 이해기능 성취 기 의 수 을 고려하여 표 기능 성

취 기 의 수 을 정화하고 성취 기 의 진술을 더욱 명료화하고 있다.언어

기능별로는 듣기와 말하기,읽기와 쓰기 내용간의 유기 구성을 강화하고 각 과

목의 어휘 수 을 조정하여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 다.교수·학습

방법으로는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과 언어 기능별 효율 인 교수·학습 방

법을 강조하고 있다.평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하되 정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표 능력 평가 학습 내용과 평가의 일치를 역설하고 있다.

제7차 어과 교육과정과 2007개정 어과 교육과정의 차이 은 2007개정

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수 별 교육과정 련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수 별 수업

의 자율 운 을 권장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최종 단계의 어교육 목표만을 제시한 반면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체 목

표 아래 등학교와 등학교 목표를 분리하고 명확한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는

이 다르다.

교과 내용별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재료를 소재,문화,언어,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로 구분하고 학년별 어휘를 등 450낱말 내외,7-10학년은

1,250낱말 내외로 체 계 1,700낱말 내외로 정하고 있으며 기본 어휘 목록의

어휘 수는 2,067낱말로 정하고 있다.반면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재료

문화 항목을 소재에 포함시키고 학년별 어휘를 등 500낱말 이내,7-10학년

은 1,290낱말 이내로 증 시켜 체 계를 1,790낱말 이내로 한 이 차이가 있

다. 한 의사소통 기능과 시문 조정 기능을 추가 하 으며 기본 어휘 목록

의 어휘 수를 2,315개로 상향 조정하 다. 등 어의 성취 기 을 학년 단 로

통합, 계 조정을 하 으며 성취 기 을 하향 조정하고 기본,심화 과정을 통합

하여 제시하 다.

그리고 문자 언어 도입 시기를 종 의 등학교 4학년에서 3학년 2학기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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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되 음성언어의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따라서 학년별 어휘수의 소

폭 증 ,의사소통기능 조정, 시문 수정 추가,기본 어휘 목록의 어휘수 증

,성취기 의 학년별 제시,성취기 상의 심화 과정 내용 삭제 등 문자언

어 도입 시기 등의 면에서 이 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수 학습 방법에서도 제7차 어교육과정에서는 심화·보충형 수 별 교

육과정,단계형 수 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한 반면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방법의 하 항목으로 등학교, 등학교를

구분하여 제시하 고 수 별 수업의 학습 유형,학습 활동,집단 편성 등의 기본

원칙을 언 하고 있다.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계형,심화·보충형 수 별

교육과정 내용이 삭제되고 학교 별로 교수·학습방법 내용을 제시하고 교수·학습

방법 항목에 수 별 수업과 련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평가와 련한 차이를 보면 제7차 어교육과정에서는 심화·보충형 수 별

교육과정,단계형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평가 련 사항을 제시한 반면 2007개

정 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평가 지침과 평가상의 유의 으로 나 었다.평가 지

침에는 · 등학교에 공통으로 용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평가상의 유

의 에는 · 등학교를 구분하여 련 내용을 제시하 다.그러므로 2007개정

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어과 교육과정의 평가 련 내용이 삭제되고 평

가지침과 유의 을 분리,평가와 련한 기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선택과목에 있어서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 어 I,II의 언어 재료를 소재,문

화,언어,어휘로 구분하고 과목별 어휘 수는 어 I은 2,300낱말 내외로 어 II

는 3,000낱말 내외로 제시하고 과목별 기능별 성취기 을 제시하면서 학 진학

과 취업을 연계시키고 있다.게다가 네 기능을 균형있게 평가하되 암기 주의

평가를 지양하는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반면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

어 재료에서 문화를 소재에 포함하여 소재,언어,어휘로 제시하고 과목별 어휘

는 어 I이 2,000낱말 이내로, 어 II는 2,800낱말 내외로 하며 각 과목에서 표

기능 성취 기 의 수 을 이해 기능 성취 기 수 보다 낮추었으며 일부 성

취 기 에 상황과 화제 개념을 도입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그리고 ICT

활용 수업을 강조하고 언어 기능별 효율 인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하 으며 정

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표 능력의 평가 강조와 학습 내용과 평가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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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조하 다.그러므로 2007개정 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과목별 사용 어휘수

의 다양화와 표 기능 성취 기 의 수 을 이해 기능보다 낮춤으로써 학습 부

담의 경감과 학습 효과 제고를 기 하고 있다.이와 함께 성취 기 정화,연

계성 계성 강화와 학습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표 기능에서의 수행 평가를

권장하고 있다.

지 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어교육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2007개

정 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이 교육과정은 제7차 어과 교육

과정과 큰 틀에서는 목표하는 바가 차이가 많지 않으나 세부 으로 볼 때 과목

편성과 교수학습 활동 평가 역에서 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2007

개정 어과 교육과정에서 어 회화와 어 작문의 과목수가 늘어난 것은 어

표 능력이 차 요해지는 실을 반 한 것이며 어로 말하고 어로 으

로써 세계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요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를 고려

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을 반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어 말하기와 쓰기에 한

평가 항목이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어 평가 방법인 국가 어능력시험(NEAT)

을 2012년에 두 차례 실시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성인용 1 국가 어능력평

가시험 외에 학생용 2 과 3 국가 어능력시험을 치르도록 한 후 행 수학능

력 평가시험을 체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를 고려할 때 제주국제자유

도시 어교육은 앞으로 학생들의 어구사력을 강화하기 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짐작하게 한다.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는 국 인 교육과정에 의한 어교육과는 어떻게 다른 교육 정책을 펴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2.2.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반 어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은 지난 2008년 2월 학교 어교육을 강화하고 개

선하기 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그 방안은 모두 여덟 가지로 구성되어 있

다.첫째는 등 어 수업 시수를 단계별로 확 하는 방안이다. 등 어수업

을 국 최 로 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주당 1시간을 배정하고 200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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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4학년에 주당 2시간을 5-6학년은 주당 3시간으로 기존보다 1시간 늘려 확

시행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등 어교과 평가방법 개선이다.수행평가를 듣기,말하기 등 의사

소통능력신장 심으로 하며 .고교 학생들을 상으로 듣기와 말하기 평가를

실시,이를 어 성 에 10% 반 한다는 것이다.고교 입시에서도 듣기 문제를

행 24문항(듣기 6문항)에서 30문항(듣기,말하기 15문항)으로 확 실시하고 종

에 연 2회 각 회당 20문항을 30문항으로 문항수를 늘려 실시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어교사 맞춤연수 실시 강화이다.이를 해 앞으로 어로 진행하는

어수업 면 실시 비 어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어담당교사의 단계별 맞

춤형 연수 등 담교사 어 직무 연수를 확 ,실시한다는 것이다.6개월

이상 해외 연수를 포함한 장기 연수 숙박형 연수를 강화하고 등 어교사

등교사에게 3년 주기 어 직무연수를 의무화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다는 것이다.

넷째는 어로 진행하는 어수업(TeachingEnglishinEnglish)의 확 실시

이다.기존 어 담교사 의존에서 담임/교환교사를 어담당제로 어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어의 4가지 기능(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 통합

지도하고 이를 해 어의 4가지 기능을 역별로 담당교사제를 실시한다는 것

이다.

다섯째는,i-좋은 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 몰입교육을 차 확 실

시한다는 것이다.이를 해서 몰입교육 지도교사 집 연수 몰입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외국어 학습 ,제주형 자율학교와 특목고를 심으로 몰입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여섯째는, 어교육 장지원 확 이다.여기에는 12학 이상의 학교와 9

학 이상의 고등학교에 외국어교육부를 설치하여 어교육 국제교류 업무를

체계 으로 담당하기 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우수 어교사에게

인센티 를 부여하고 한국인 어 용교사를 채용,활용한다는 것이다.

일곱째는,실용 어 회화집을 개발,보 한다는 것이다.학교 별( , ,고),

학년 단 ( 1-고2)의 CD자료를 포함한 실용 어 회화집을 개발하고 제주도내

학생에게 무상 보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외국어 구사능력 학교장 인증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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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회화능력 인증제로 체 실시하여 학교장 인증서를 수여하며 학생이 이수

토록 하고 이를 어교과 수행평가에 반 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여덟째는, 등 1,2학년 어수업 확 실시를 한 어교과서를 제작

보 하고 등 어 연구시범학교와 유기 으로 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어 능력 강화를 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제주국제자유도시 어교육 개선 련 선행 연구

본 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어교육을 개선해야 함을 주장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그에 앞서 외국의 어교육 성공 사례에 한 연구를

시도한 학자들부터 고찰하는 것이 좋겠다.

먼 한학성(2002)은 우리나라 어교육이 본받아야 할 역할 모델로

ESL(EnglishasaSecondLanguage)방식의 어 교육이 아닌 EFL(Englishas

aForeignLanguage)환경에서 어교육이 성공 이라고 평가받는 덴마크의

어교육을 역할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그는 덴마크 어교육이 성공한 요인으로

의사소통 심,발음교육 시,번역의 최소화, 문법 규칙의 자연스러운 습득,

교재 구성의 요성,기계 암기 주의 교육 거부,문화 측면 시,교사의

요성 강조,학습 기의 집 교육 실시를 들고 있다.덧붙여 그는 덴마크의

어교육 방식을 국 으로 도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주도 등의

특정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정해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종민(2002)은 네델란드와 덴마크를 비롯한 여러 유럽국가들의 경우 어가

모국어가 아니면서도 모국어인 사람들의 일정한 인구분포로 인해 자연스럽게

어가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상이 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

람들에게도 향을 미쳐 반 으로 어구사력을 높이게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어능력 향상을 해 무엇보다 · ·고 어교육의 질

향상을 요구했으며 학교교육 강화 방안들로 어교사 연수 강화,외국어 학습

시설 보강, 등학교 어 담 교사제 실시,기간제 원어민 교사 배치,교환 학생

제 해외 어학연수 활성화,개가식 어 학습 자료실 어독서실 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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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 채택 등의 자율성 부여 등을 제안했다.

진경애(2007)는 핀란드 어교육이 성공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 하고 있

다.첫째, 기 단계에서부터 어의 4가지 기능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둘째,

학입학시험에서 시험의 내용 인 측면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셋째,음악,

화,T.V 드라마 등을 어로 방 한다는 이다,넷째,다년에 걸친 교사 양성

과정을 통한 우수교사를 확보하고 있다.좀 더 구체 으로 말해 핀란드에서의

어 수업은 유년 시 부터 어에 많이 노출됨으로 인해 자연 인 언어 습득의

원리를 용, 등 3학년 때부터 듣기,읽기,말하기,쓰기 등을 하게 익히고

있다.이는 기 단계에서부터 언어의 4가지 기능을 하고 균형있게 학습함으

로써 어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한 것이다.언어의 4가지 기능을 고루 교육

받은 학생들은 학생이 되면 어 이외의 과목들도 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참

여한다.특히 학 입학시험은 듣기와 쓰기 역을 강조하고 있는 바 쓰기 역

에서는 6시간 동안 4문제의 에세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작문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박 언(2006)은 어 학습자들의 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지 부터라

도 사회 반 으로 어 사용 환경을 크게 늘려야 하며 어 학습자가 일상생

활에서 어로 말하고 어로 을 써야 할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리고 이것이 실 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우

선 학부터 인 으로라도 어 사용 환경을 폭 확 하고 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수는 가능하면 어로 강의해 학생들에게 어 입력 양을 조 이라도

늘려 주어야 하며, 한 학생들이 서툰 어라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어 사용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리고 좀 더 근본 인 해결책은 어린

학생부터 우리말 뿐 아니라 어에 상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고 보고 있다.그는 자신이 국,말 이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의 어

교육 장 방문 후 인상 깊었던 나라로 말 이시아를 로 들면서 말 이시아는

2003년부터 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요 교과목을 자국어인 바하사 말 이시아어

가 아닌 어로 교육해 오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이는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 된 것으로 말 이시아는 자국민의 우수한 어 사용

능력을 국가 발 의 요한 동력으로 삼고 어린 학생부터 국가 차원에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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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것은 마치 싱가포르에

서 이 유 수상이 다언어 심의 사회에서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의 도구

로서 어 강화 정책을 폈던 것과 유사하다.

김종훈(2010)은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궁극 성공을 해서는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면서 핀란드,덴마크,네델란드의 공통 인 어학습 모형인 내용언어 통합학습

법(ContentandLanguageIntegratedLearning)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 고

아울러 우리의 경우는 이 언어 사용자를 양성하는 정책에 을 둘 것을 제

안했다.여기서 이 언어 사용자란 William & Snipper(1990:34)의 정의에서 따

르면 첫째,두 언어로 이야기 될 때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으며,둘째,두 언

어를 사용하여 상황에 하게 말할 수 있으며,셋째, 로 된 메시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두 언어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다.김

종훈(2010)은 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 언어정책은 Korean only가 아닌

Korean Plus( 는 Korean PlusEnglish)를 기본으로 제시하면서 차 으로

Korean+1(English)+2(Japanese& Chinese)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확 되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어의사소통 능력을 한 구체 인 방안으로는 어 용

TV 방송국 설치,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신문 발간, ·고등학교와

학교의 어 시간은 물론 국어나 국사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도 어를 매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그는 한국의 특수한 언어

환경을 언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어가 범 하게 사용되도록 어교육 강화

에 주력하면서도 제주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해 한국어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

도록 하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도 덧붙 다.

고신옥(2003)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합한 어교재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

한 바 있다.그에 따르면 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한 교재의 소재로 제7차

어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도록 학습자의 흥미와 배경지식을 바탕

으로 한 다양한 문화 내용을 소개하고 학습자 주변 지역의 소재를 많이 반 한

교재가 될 때 학습자의 흥미,필요,동기 등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

다.교재 내용 구성과 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합한 어 교재의 주제

로 제주의 지 탐방,제주의 문화 이해,제주의 자연 감상,제주의 설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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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탐색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제주 지 탐방의 소재로는 일출 ,만장굴,

골 코스,오설록에 한 내용을,제주 문화의 이해 소재로는 제주의 축제들,

덕정과 돌하르방,향토 음식을 소재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주의 자연 감상 부분에

는 한라산,오름(parasiticcones),그리고 함덕 해수욕장에 한 내용으로,제주

설과 민속 탐색에는 삼성 ,제주민속자연사 박물 과 산방산을 각각 소재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언어 기능을 신장시키는 활동과 련하여 듣

기와 말하기를 통합시키고 읽기와 쓰기를 통합 으로 익히기 해 소재에 한

지문을 읽게 한 후 질문하여 답하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민을 한 어교재 개발 방향 활용에 해 고찰한 변길자(2007)는

교재 활용면에서는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반 하면서 수 면에서도

보자의 수 을 벗어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어의사소통능력 향상을

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바람직함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어회화 능력 뿐 만

아니라 음성학 설명과 기본 인 문법을 포함한 독해나 듣기 쓰기의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가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교재의 내용은 일상생

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생활 어회화를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

하고 교재의 구성에 해서는 어 학습자인 제주도민에게 흥미를 주면서 제주

도의 고유한 문화와 통,그리고 등의 내용이 반 될 수 있도록 크게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 고 각 부문에는 다섯 개의 과를 배당하여 총 5개 부문의

25개 과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그는 제주도민들이 제주국제자

유도시가 요구하는 어능력을 갖추기 해서는 제주도 특유의 지 자연,

역사,문화 등을 알아야하는 것은 필수 이라고 강조했다.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국가의 체 인 교육과정에 맞추어 어교

육을 수행하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학생들의 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해

나름 로 어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어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은 그와 련된 선행연구에

서 보듯이 항상 우리가 심을 갖고 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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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 방법

본 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어 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해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연구에 사용할 도구로서 연구 설문지가 어

떻게 구성되었는지 연구에 참여한 상은 구인지를 비롯하여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에 해 언 하고자 한다.

3.1연구 설문지

제1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해 먼 연구 설문지를 작성하 다.

연구 설문지는 크게 네 가지 역으로 구성하 다.설문지 A 역에서는 학습자

의 교육 의존도 어 교육 련 매체 활용도와 련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 다.여기서는 홍콩,싱가포르,덴마크,핀란드의 성공한 어교육의 모형

에서 방송이나 신문등 매체가 어 학습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매체 활용도 정도를 악하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학습자의 목표 언어에 한 심도 동기화가 목표언어를 향상시키는

데 연 이 있기 때문에 이와 련한 문항도 추가시켜 보았다.

설문지 B 역에서는 학생들의 어 습득 성향 학습 방법에 한 것으로

어 습득의 가장 핵심 인 언어의 4가지 역을 기 으로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여기에서는 어를 처음 한 시기와 학습자의 목표어에 한 어휘

습득 방법,듣기,말하기,읽기,쓰기와 발음 교육 그리고 문법 련한 질문이 포

함되어 있다.

설문지 C 역에서는 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 교과서와 련한 학

생들의 선호도에 한 것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 다.여기에는 교과서에 한

인식과 듣기,말하기,읽기,쓰기와의 연계성에 한 인식 조사,그리고 수학능력

시험과의 연 성 유무에 한 것,그리고 지역 친화 인 내용에 한 선호도를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설문지 D 역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련 개인별 성향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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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여기에는 어를 배우는 목 이 의사

소통에 있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어의 요성에 한 인식 정도,외

국 문화에 한 수용도 다문화 사회로 어드는 것에 한 제주인의 인식,그

리고 외국과의 인 ,물 교류에 한 호감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설계하 다.

3.2연구 상 연구의 제한

본 연구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소재한 N고등학교와 J고등학교 두 곳에

재학 인 2학년 여학생 120명을 조사 상으로 설정하 다.이 두 학교 학생들

의 학력 수 은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인 을 고려할 때 제주국제자

유도시 체 고등학생 가운데 ·상 권에 해당한다.

이들 참가자들은 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어교육을 받은 학생들로서

연구자가 의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어교육 련 설문에 객 으로 응답할

수 있다고 단하고 설문 상과 련한 제한 들은 다음과 같다.첫째,시내 인

문계 여학생 120명을 주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기 때문에 래 남학생들과

생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둘째,외곽지역 인문계 고등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조사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셋째, 학생이나 학생들

그리고 성인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등이다.

3.3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설문 자료는 어교육에 성공한 외국 국가들의 어교육 강화

련 정책상의 특징들을 종합,수집한 것을 토 로 작성하 으며 응답자 수(120명)

와 응답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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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 문 내 용
응 답

(명)

비 율

(%)

1

당신은 공교육과 사교육 어느 쪽을 신뢰하나요?

a.공교육 b.사교육

a:55 46

b:65 54

2

사교육에서 내신 련 강의 비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

게 할 것인가요?

a.그래도 받는다 b.고려할 것이다

c.받지 않을 것이다 d.부모님 결정에 따른다

a:30 24

b:57 46

c:33 27

d:3 2

3

당신은 학 진학 후 어의 어느 부분을 집 으로 향상시

키고 싶은가요?

a.듣기 말하기 b.읽기

c.쓰기 d.토익.토 과 같은 수험 어

a:88 75

b:6 5

c:4 3

d:19 16

4

당신은 어와 련 EBS 방송 는 인터넷 강의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요?

a.자주한다 b.종종한다

c.가끔 d.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a:41 34

b:60 50

c:17 14

d:2 2

IV.연구 결과 토론

본 장에서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살피고 연구

문제에 한 토론을 하고자 한다.

4.1연구 결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차례 로 검토해 보자.먼

설문지 A 역에서 조사하려고 한 학습자의 교육 의존도 어교육 련

매체 활용도에 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4.1.1학습자의 교육 의존도 어교육 련 매체 활용도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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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은 EBS방송에서 주로 어의 어느 부분을 이용하나?

a.수능 련 강의 b.토 .토익

c.회화 d. 문법

a:48 40

b:2 2

c:13 22

d:57 48

6

EBS강의에 한 당신의 만족도는?

a매우 만족 b만족 c.보통 d.불만족

a:3 3

b:30 26

c:78 48

d:29 24

7

당신은 EBS 교재 강의에서 수능 시험에 출제율이 높은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매우 정 b. 정 c.보통 d.부정

a:6 6

b:26 22

c:78 65

d:10 8

8

제주 지역에 주간 자 신문인 JejuWeekly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요?

a.자주 이용한다 b.종종 이용한다

c.신문이 있는지 모른다 d. 심이 없다

a:0 0

b:23 21

c:82 71

d:11 9

9

당신은 아리랑 T.V 는 어 라디오 방송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a.매일 b.종종

c.거의 하지 않는다 d. 하지 않는다

a:3 2

b:47 36

c:52 40

d:28 22

10

T.V나 길거리에서 어로 쓰여 진 고나 홍보물에 한 당

신의 심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a.매우 심이 있다 b. 심이 있다

c. 심이 없다 d. 심이 없다

a:3 3

b:61 51

c:46 38

d:10 8

11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a.매우 만족 b.만족

c.도움이 된다 d.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a:12 10

b:47 39

c:36 30

d:25 21

12

만약 교육법상 어 유 제가 실시된다면 당신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a.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b.노력할 것이다

c.다시 이수할 것이다 d.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

a:24 20

b:55 46

c:6 5

d:35 29

공교육과 사교육의 신뢰도 면에서는 공교육 46% 사교육 54% 비율로 학생들

은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을 신뢰하는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사교육에



- 36 -

서 내신 련 강의 비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

려하겠다고 응답한 학생 수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가 숫자상 많

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사교육이 내신 입시에 보다 련이 있음을 말해 다.

학 진학 후 집 으로 향상시키고 싶은 어의 역은 듣기 말하기가

75%로 다른 역보다 압도 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TOEIC과 TOEFL과

같은 공인 어 비가 16%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읽기가 5%,쓰기가 3%로

매우 낮은 심을 보이고 있다.

EBS 방송 는 인터넷 강의의 이용 빈도수에 해서는 자주 이용한다가

34%,종종한다가 50%로 나타났으며 가끔 이용한다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14%와 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방송 매체를 활용한 어 습득과

련하여서 수능 련 강의가 40%, 문법 강의가 48%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교생들은 수학능력시험을 앞둬서인지 부분 수험 어 련 강의를 듣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BS강의의 만족도와 련해서는 만족이 26%,보통이 48%를 보여 강의에

한 만족도는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에 불만족도 24%나 되는 것으

로 보아 일부 학생들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EBS교재에

서 수능 출제 비율이 높은 것에 해서는 매우 정 이 6%, 정 이 22%,보

통이다가 65%로 나타났으며 부정 이라는 응답은 8%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많

은 학생들이 EBS교재에서 수능이 출제되는 것에 해 체로 정 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자신문인 Jeju Weekly에 한 활용도와 련한 질문에 Jeju

Weekly를 종종 이용한다가 21%로 나타났지만 지역 자신문이 있는지에 해

알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71%로 높게 나타났으며 심이 없다는 응답자도 9%

로 나타났다.아리랑 T.V나 어 라디오 방송을 하는 빈도도 종종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인데 비해 거의 하지 않는다가 40%, 하지 않는다가

22%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방송매체의 활용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T.V나 홍보물 등이 어로 쓰여 진 것에 한 심도는 51%로 다

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에게 심의 상이 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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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 문 내 용
응 답

(명)

비 율

(%)

1

당신은 재 사교육을 받고 있나요?

a. b.아니오

a:64 53

b:56 47

2

당신은 언제부터 어를 했나요?

a.유치원 b. 등학교

a:51 43

b:69 58

3

당신은 어가 얼마나 요한 외국어라고 생각하나요?

a.매우 요 b. 요

c.별로 요치 않다 d. 요치 않다

a:23 19

b:83 69

c:10 8

d:4 3

4

당신이 어를 배우는 목 은 무엇인가요?

a.국제 언어이기 때문에 b.시험을 해서

c. 요하다고 하니까 d.좋은 직장을 얻기 해

a:67 52

b:32 25

c:13 10

d:18 14

어회화 시간에 원어민 수업에 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 10%,만족

39%,도움이 된다가 30%로 원어민 교사의 수업에 해 정 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21%로 나타난 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어 유 제가 실시될 경우의 태도와 련한 질문에서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

다가 24%,노력할 것이다가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

격에 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1.2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어 습득 성향 학습 방법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내 고등학생들의 어 습득 성향 학습 방법과

련한 설문에 한 결과이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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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은 어에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요?

a.기본 실력 부족 b.어휘 암기가 싫어서

c.입시 주 수업 때문에 d.진도가 빨라서

a:42 35

b:30 25

c:38 32

d:10 8

6

다음 외국어 습득 기술 가장 먼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 부분은?

a.듣기 b.말하기 c.읽기 d.쓰기

a:28 25

b:49 43

c:28 25

d:8 7

7

외국어 습득에 문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매우 필요 b.필요 c.불필요 d. 필요치 않다

a:34 28

b:68 57

c:10 8

d:8 7

8

다음 당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a.듣기 b말하기 c.읽기 d.쓰기

a:27 24

b:25 22

c:22 20

d:38 34

9

수업 시간에 담당 어 선생님이 발음 련 교육은 하나요?

a.자주한다 b.종종한다

c.거의 하지 않는다 d. 하지 않는다

a:34 28

b:27 22

c:48 39

d:13 11

10

당신은 발음이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매우 요 b. 요

c.다소 요 d. 요치 않다

a:34 28

b:64 53

c:19 16

d:3 3

11

당신은 재 발음을 어떤 기 으로 배우고 있나요?

a.원어민 발음을 따라서 b. 자사 을 활용하여

c.철자와 연 지으며 d. 충 읽는 편이다

a:33 28

b:52 43

c:30 25

d:5 4

12

당신은 단어나 문장을 읽을 때 강세나 억양에 어느 정도 심

을 가지고 말하는 편인가요?

a.매우 심 b. 심 c.다소 심 d.무 심

a:17 12

b:32 22

c:68 47

d:28 19

13

당신은 어 수업 시간에 작 연습을 자주하나요?

a.자주 한다 b.종종 한다

c.거의 하지 않는다 d. 해 본 이 없다

a:12 10

b:32 27

c:67 56

d: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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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배운 내용과 련하여 자신은 얼마나 자주 작을 하나요?

a.항상한다 b.종종한다

c.거의 안한다 d. 안한다

a:7 6

b:25 21

c:64 53

d:24 20

15

학교에서 어 시간에 어느 부분을 가장 강조한다고 생각하나

요?

a.듣기 b.말하기 c.읽기 d.쓰기 e.문법

a:8 7

b:5 4

c:64 53

d:0 0

e:43 36

16

주로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어휘를 암기하나요?

a.종이에 쓰면서 b.한 번 써보고 으로 익힌다

c. 으로만 익힌다 d.원어 발음을 듣고 반복하며 익힌다

a:59 49

b:25 21

c:26 22

d:10 8

17

어휘 암기 시 당신이 익숙한 방법은 어느 것인가?

a. 어를 한국어로 b.한국어를 어로

c. 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가며 d. 어를 어로

a:63 57

b:9 8

c:35 32

d:4 4

18

요한 어휘나 표 을 별도로 정리해서 익히려고 노력하나요?

a.반드시한다 b.종종한다

c.거의 안한다 d. 안한다

a:56 47

b:54 45

c:7 6

d:3 3

19

당신은 한국어 어휘를 한 어 단어와 연 짓는 편인가?

a.항상한다 b.자주한다 c.가끔한다 d. 안한다

a:25 21

b:37 31

c:55 46

d:3 3

20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자주 어로 떠올리려고 노력하나요?

a.자주한다 b.가끔한다

c.안한다 d.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이 없다

a:11 9

b:62 52

c:32 27

d:15 13

21

어 습득에 있어서 가장 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은?

a.교재 b. 어 담당 교사

c.원어민과의 화 d.자신의 마음가짐

a:15 13

b:17 15

c:24 19

d:64 54

22

재 어 능력 향상을 한 당신의 학습방법은 어떤 것인가?

a.단어를 주로 암기한다

b. 화나 어로 된 로그램을 많이 한다

c.자주 듣고 말하려고 노력한다

d.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푼다

a:63 53

b:14 12

c:16 13

d: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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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어 사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라고 답한 학생이 53%,아니오라고 답

한 학생이 47%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어를 처음

한 시기에 해서는 유치원이 43%, 등학교가 58%로 상당수 학생들이 학교

정규 어 교육을 받기 에 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 요한 외

국어라고 생각하는가에 해서 매우 요하다가 19%, 요하다가 69%로 응답자

의 88%가 어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어를 배우는 목 에

해서는 국제 언어이기 때문에가 52%,시험을 해서가 25%, 요하니까가

10%,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하기 해서가 14%로 나타났다. 어에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에 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5%가 기본실력의 부족을,25%가 어휘

암기를,32%가 입시 주의 수업을 선택했으며 학습 진도 때문이라는 응답은 8%

로 낮게 나타났다.

어의 네 기능 습득과 련하여 가장 먼 습득해야 할 것으로 듣기가 25%,

말하기가 43%,읽기 25%,쓰기가 5%로 나타났다. 문법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

가 28%,필요가 57%로 나타났으며 불필요가 8%, 필요치 않다는 7%이다.

언어의 4가지 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서 듣기 24%,말하기 22%,읽기

20%,쓰기 34%로 쓰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음 련 교육의 빈도수를 묻는 질문에 자주한다가 28%,종종한다가 22%,거

의하지 않는다가 39%, 하지 않는다가 11%로 나타났다.발음의 요도 인식

은 매우 요하다가 28%, 요가 53%,다소 요하다가 16%,그리고 요

치 않다는 응답자는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 발음을 익히는 기 은 원어민

발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 28%, 자 사 을 활용하는 것이 43%로 철자와 연

지으며가 25%,그리고 충 읽는다는 응답이 4%를 보 다.문장의 강세나 억양

에 해서는 매우 심을 둔다가 12%, 심을 둔다가 22%,다소 심을 둔다가

47%를 보 으며 무 심을 보이는 경우도 19%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작을 자주 하는지에 한 질문에 자주한다가 10%,종종한다가

27%,거의 안한다가 56%,그리고 해 본 이 없다가 8%이다.자신이 스스

로 작 연습을 하는지에 해서는 항상한다가 6%,종종한다가 21%,거의 안한

다가 64%, 안한다가 20%로 나타났다. 어시간에 강조하는 역별 비율을

보면 듣기 7%,말하기 4%,독해 53%,쓰기 0%,문법이 3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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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 문 내 용
응 답

(명)

비 율

(%)

1

행 교과서가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나요?

a.매우 도움이 된다 b.도움이 된다

c.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d. 도움이 되지 않는다

a:7 6

b:33 28

c:63 53

d:17 14

어휘를 암기하는 방법에 한 질문에서는 종이에 쓰면서가 49%,한 번 써보

고 으로 익힌다가 21%, 으로만 익힌다가 22%,원어민 발음을 듣고 반복하며

익힌다가 8%로 가장 조하게 나타났다.어휘 암기 방법도 어를 한국어로 익

힌다고 답한 응답자가 57%,한국어를 어로가 8%, 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가

면서가 32%, 어를 어로가 4%로 나타났다. 요한 어휘나 표 을 정리하여

숙지하려고 한다는 응답이 92%인 으로 보아 응답자들의 노력하려는 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한국어 어휘와 한 단어와 연 짓는 습 을 묻는 물

음에 항상한다가 21%,자주한다가 31%,가끔한다 46%,그리고 안한다가

3%로 나타났다.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자주 어로 떠올리려고 하는가란 질문에

자주한다가 9%,가끔한다가 52%,안한다 32%,그리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이 없다가 13%를 보 다.

어 습득에 있어서 가장 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해서 교재

가 13%, 어 담당교사가 15%,원어민과의 화가 24% 그리고 자신의 마음가짐

이 68%로 나타났다. 재 어 능력 향상을 해 취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해서는 단어를 주로 암기한다가 53%, 화나 어로 된 로그램을 많이 한

다가 12%,자주 듣고 말하려고 노력한다가 13%,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푼다가

20%로 나타났다.

4.1.3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련 선호도

설문지 C 역 조사 결과인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 교과서에 한 선호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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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교과서가 읽기와 쓰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나요?

a.매우 도움이 된다 b.도움이 된다

c.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d. 도움이 되지 않는다

a:2 2

b:10 8

c:86 72

d:22 18

3

행 교과서가 단원 내용상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매우 그 다 b.그 다

c.다소 그 다 d.그 지 않다

a:10 9

b:34 28

c:55 46

d:21 18

4

행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어권 문화를 어느 정

도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a.매우 충분하다 b.충분하다

c.미흡하다 d.연 성이 거의 없다

a:10 8

b:44 38

c:55 46

d:11 9

5

제주 련 내용을 교재에 수록한다면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a.매우 가능하다 b.가능하다

c.보통이다 d.그 그 다

a:12 10

b:46 38

c:55 46

d:7 6

재 사용하는 교과서 련 선호도 조사에 한 응답 결과이다. 행 교과서

가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답에 응답자의 67%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34%만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읽기와 쓰기와 련해서도 무려 90%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행 교과서가 단원 내용상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

는지에 한 질문에서는 9%가 매우 그 다,28%가 그 다,46%가 다소 그 다,

그리고 18%가 그 지 않다고 응답했다. 행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어권 문화를 어느 정도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해 매

우 충분히 다루고 있다 8%,충분히 다루고 있다 38%,미흡하다 46%,그리고 연

성이 거의 없다가 9%로 나타났다.제주 련 내용을 교재에 수록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해 10%가 매우 가능하다,38%가

가능하다고 응답을 하 으며 46%가 보통이다,6%가 그 그 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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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 문 내 용
응 답

(명)

비 율

(%)

1

국제자유도시라는 말에서 가장 먼 떠오르는 언어는?

a. 어 b.일본어 c. 국어 d.스페인어

a:102 85

b:8 7

c:10 8

d:0 0

2

제주국제자유도시 발 방안에서 어 공용화 정책에 한 당신

의 생각은?

a.매우 정 b. 정 c.부정 d.매우 부정

a:15 13

b:35 29

c:25 21

d:45 38

3

당신은 국제 마인드를 갖추기 해 무엇이 요하다고 생각하

는가?

a.정보 통신 능력 b.타문화에 한 이해

c. 의 범 d. 어 능력

a:10 8

b:65 54

c:3 2

d:42 37

4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의사소통능력 b.무역 c.자유로운 교류 d.

a:15 13

b:7 6

c:25 21

d:73 61

5

당신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해 어로

어느 정도 소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a.잘 할 수 있다 b.할 수 있다

c. 충 할 수 있다 d.할 수 없다

a:3 3

b:12 10

c:64 53

d:41 34

6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성화 주체는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앙정부 b.제주도청 c.제주도민 d.부모

a:7 6

b:9 8

c:102 85

d:2 2

4.1.4제주국제자유도시 련 개인별 성향 조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운 에 해 개인별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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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 문화가 제주에 목되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매우 정 b. 정 c.다소 부정 d.부정

a:18 15

b:15 13

c:76 63

d:11 9

8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 당신의 입장은?

a.매우 정 b. 정 c.다소 부정 d.부정

a:26 22

b:48 40

c:36 30

d:10 8

9

당신은 다양한 나라 출신의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a.매우 정 b. 정 c.다소 부정 d.부정

a:2 2

b:35 29

c:75 63

d:8 7

10

당신은 제주도에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에 해 어떻

게 생각하나요?

a.매우 정 b. 정 c.다소 부정 d.부정

a:15 13

b:69 58

c:23 19

d:13 11

국제자유도시라는 말에서 가장 먼 떠오르는 언어로 85%가 어를 선택하

으며 나머지 8%가 국어를 꼽았고 7%는 일본어를 선택했다.제주국제자유도

시 발 방안의 하나로 어 공용화 정책에 한 생각이 어떤가에 해서는

정 인 입장이 42%,부정 인 입장이 59%로 나타나 부정 인 입장이 다소 높게

나왔다.국제 마인드를 갖추기 해 무엇이 요한가라는 질문에 정보통신능력

8%,타문화에 한 이해 54%, 의범 2%,그리고 어능력이 37%를 차지했

다.국제자유도시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의사소통능력 13%,

무역 6%,자유로운 교류 21%에 비해 이라는 응답자가 61%를 차지했다.외

국인을 만났을 때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해 어로 어느 정도 소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잘 할 수 있다가 3%,할 수 있다가 10%, 충 할 수 있다가

53%,할 수 없다가 34%로 나타났다.국제자유도시 활성화의 주체로는 응답자의

6%가 앙정부,8%가 제주도청,85%가 제주도민,그리고 2%가 부모로 답했다.

외국 문화가 제주에 목되는 것에 해서는 매우 정 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 45 -

가 15%, 정 이다가 16%,다소 부정 이다가 63%,부정 이다가 9%를 보여

응답자의 76%가 부정 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 다.다문화 가정이 많아

지고 있는 것에 해서는 정 인 면이 62%,부정 인 면이 38%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나라 출신의 많은 수의 외국인들과 이웃하여 생활하는 것에 해서는 매

우 정 이 2%, 정 이 29%,다소 부정 이 63%,부정 이 7%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도에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에 해서는 13%가 매우

정 ,58%가 정 ,19%가 다소 부정 ,11%가 부정 으로 조사되었다.

4.2토론

본 에서는 앞에서 제기했던 연구문제와 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고등

학교 어 학습자들의 성향 학습 방법, 어 교과서에 한 인식 어 능

력 강화를 한 방안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4.2.1 어 학습 성향 학습 방법

먼 첫 번째 연구 문제에 해당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의 어 학

습 성향과 학습 방법은 어떠한가에 한 논의부터 하고자 한다.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어 학습 성향은 사교육 의존도 신뢰도가 공교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으로 두되고 있는 입시 주의 어 교육 때문이라고 본다.다시 말

해 어에서 보다 높은 성 을 얻기 해 문법과 듣기,읽기에 치 하고 이는 곧

명문 학의 입학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며 학 졸업 후에도 TOEIC과 같은 수험

어에서의 높은 성 이 좋은 직장을 얻기 해 필수품이라는 생각이 이 사회를

지배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 처럼 어시험에서 보다 높은 수 획득을

한 일환으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셈이며 이는 우리나라 체 인 사교육

의존도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과 련하여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학생 참여율이

84.6%로 가장 높았고 학생 71.0%,일반고 고등학생 58.7%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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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처음 한 시기가 유치원이 43%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도 부모들이

이 같은 사교육에 한 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 한 조기

어 교육의 필요성을 반 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

시에서 학부모들의 공감 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어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차츰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습 성향과 련하여 가장 여겨 볼 만 한 부분은 언어 기능에

한 조사 결과이다.2007개정 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듣기,말하기,읽기,쓰

기 역을 균형있게 습득하도록 개정 사항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으로

나타난 응답자들의 학습 성향은 가장 먼 습득해야 하는 언어의 기능으로 말하

기를 선택하고 쓰기는 가장 나 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기능이 무엇

인가라는 질문에 쓰기라고 응답하고 있다.그리고 수업시간에 작 련 수업을

자주하는가라는 질문에 거의하지 않거나 해본 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

64%로 나타난 과 학생 자신이 쓰기를 얼마나 자주 연습하느냐는 질문에 거의

는 안한다가 78%로 나타나고 있는 을 비롯하여 어 수업시간에 가장

강조하지 않는 역으로 쓰기가 0%로 나타난 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

들이 얼마나 어 쓰기 기능 향상에 심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이 같은

쓰기 기능에 한 태도는 향후 쓰기 역이 추가된 국가 어능력 시험(NEAT)에

서 특히 국가 어능력시험이 수능을 체할 경우 더 큰 난 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이처럼 교사가 쓰기 역에 한 심도나 학생들이 쓰기 역에 한 태

도,그리고 교과 과정상 다루는 비 등 쓰기 부분이 극히 제한 이며 평가도 거

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로 미루어 볼 때 쓰기 역을 보다 구체화하

여 쓰기를 통한 어 능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에 한 어 쓰기 지도는 오히려 말하기 지도 보다 더 요하게 다

루어져야 하며 어 쓰기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

다.이와 련하여 박남식(1982:107-117)은 외국어는 모국어와 달리 처음부터 교

과서를 통한 과 말을 배우고 있으므로 말하기 지도는 쓰기 지도 다음에 해야

한다고 하 다.그는 한 이 순서를 뒤바꾸어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고

비경제 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 다.첫째,구어는 소 실제

상황이 있는 곳에서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데 외국어 교육의 부분은 실제



- 47 -

상황이 결여되기 때문에 구어부터 가르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둘째,

외국어를 배우는 부분의 학습자는 이미 자기들의 모국어 교육을 통하여 쓰기

과정에 익숙해져 있을 뿐 만 아니라 쓰기 과정 본연의 시간 인 속성이 주는

안정감이 학습의 효율을 증 시켜 주기 때문에 쓰기과정을 통해서 외국어를 배

우는 것이 그 게 어렵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도 높다.셋째,쓰기 과

정을 통해서 목표 언어를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구어를 배우

면 실제 상황의 결여가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다고 했다.이는 학습자가 학습에

서 사용해 본 언어 규칙들은 내재화되어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

켜주기 때문에 생산 이며 창의 인 활동이다.따라서 쓰기 학습은 인간의 무한

한 사고력과 인지력을 로써 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기식이 아닌 창의

언어 사용의 학습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한 비 단계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

고 동시에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력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믿고 있다.

4.2.2 어 교과서에 한 인식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은 재 사용하

고 있는 어 교과서에 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한 논의이다.설문지

C 역에 나타난 교과서의 선호도에 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 부분은 재 사

용하는 교과서에 한 선호도가 비교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그 다면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고신옥(2003)은 국제자유도시에 한 어 교재

에 한 연구에서 제주친화 인 내용이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했다고 보고하

고 있고,변길자(2007)도 제주도민을 한 교재 개발 방향 그 활용에 있어서

교재가 제주 친화 이어야 함을 주장했다.그러나 재 학교 장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교과서에 한 신뢰도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듯

2011년 수능에서 EBS교재의 수능 연계율이 70%로 나타나고 2012년에도 그 흐

름이 이어질 망이 나오면서 교실에서의 EBS교재 수업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다는 지 이 나오고 있다(노컷뉴스,2011,4.17일자).2011년 국회 교육과학기

술 원회 임해규 의원의 15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국 고

등학교 정규수업 EBS교재 사용 황'에 따르면 조사 상 1,800여개 학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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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도가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역별 EBS교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 정부가 목표했던 사교육을 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방안 보

다는 공교육을 무 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내용이 다른 특

색있는 텍스트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교과서는 제주친

화 인 것을 바탕으로 국제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다루어야

함이 옳다고 하겠다.박경자.장복명(2002)도 어 교재론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학습자 친화 인 교재가 효과 이라고 언 하 다.

한 교과서 내용을 집필함에 있어서도 교사의 창의성이 첨가된 교재의 제작이

그 효율성을 극 화 할 수 있을 것이다.한 로 Gardner의 다 지능이론을 외

국어 교수법에 용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늘고 있는데 Puchta와

Rinvolucri(2005)는 다 지능 이론을 용하여 EFL과 ESL학습자용 등 어

교재를 개발한 바 이들은 학습자의 지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하

고 다양한 지능을 하게 개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 시각,청각, 각 등을 이

용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학습에 용하기 해 삽화,스티커,사진 등의 형태로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다.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유네스코(UNESCO)가 지정

한 생물권 보 지역(2002),세계자연유산 등재(2007),세계지질공원 인증(2010)을

비롯하여 세계 7 자연경 (2012)에 선정된 상황에서 이와 련한 소재를 바탕

으로 학습자의 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 지능이론의 여러 기능을 신장시

킬 수 있도록 교재가 개발된다면 바람직 할 것이다.

4.2.3효과 인 어교육 방안

재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학습자들의 어능력 향상을 해 효과 인 기능

별 강화 방안이 무엇인가에 한 논의이다.첫째,쓰기 능력 강화 방안이다.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반 으로 어 학습은 읽기,듣기 문법 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어교육에서 쓰기가 얼마나 수

업시간에 비 없이 다루어져 왔는지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이완기(2008)는

어 수업시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어 기능에 해 등학교 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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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 으로 읽기의 비 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표 기능(productiveskill)인 쓰기와 말하기에 한 교육이 잘 이

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수업시간 부족과 수능에서의 은 비 을 이유로 들었

다.쓰기와 말하기에 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해서는 다양한 쓰기,말하기

련 교재의 개발,수능에서의 비 확 ,그리고 교사의 수업 자율성 보장이 필

요함을 지 했다.제주도를 제외한 국 154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2만 여명

을 상으로 실시했던 국가 어능력평가시험(NEAT)모의시험에서 말하기와 쓰

기 성 이 듣기와 읽기보다 상 으로 낮게 나타난 과 시.도간 격차가 높게

나타난 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 어능력 강화를 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할 수 있다.따라서 무엇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

상시키기 해서는 쓰기 능력 강화가 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지 까지 소홀

히 다루어 왔던 쓰기 기능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킴으로

써 문자를 통한 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을 잘

쓰는 능력을 갖게 되면 다른 기능도 동시에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쓰기가

언어 습득 능력을 향상시켜 다는 주장과 련하여 Paulston과 Bruder(1976:

203-205)는 쓰기는 학습자로 하여 청각자료로만 배우게 하는 것 보다 시청각

자료를 통해 배우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한층 높여 다고 하면서 장 으로 쓰

기는 시각자료의 구실로 에 보이는 물리 증거가 있으므로 학습자로 하여

성취감을 수 있고 기억력을 향상시켜 다고 했다. 한 학 규모에 크게

향을 받지 않고 개인 활동이 가능하며 구두,청각 능력이 뒤떨어진 학습자들은

구두학습만으로는 학습이 어려우므로 쓰기 기능이 보조 능력이 되면 심리 안

정감을 얻게 된다고 덧붙 다.

말하기가 소리의 산물이듯이 쓰기는 문자 기호의 산물이며 쓴다는 것은 단순

히 한 문장 혹은 련 없는 문장의 무의미한 나열이 아닌 논리 이고 일 성있

는 을 쓰는 것이 더 요하다(Byrne.1986:23).따라서 EFL학습자들은 어

로 쓰기 방법을 배움으로써 문법 구조에 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용진(1991)은 쓰기 학습의 효과에 해서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첫째,

쓰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식을 소개하고 연습하면 다른 형식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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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둘째,쓰기 작업은 학습자들로 하여 자신들이 향상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어 심리 만족감과 안정감을 부여한다.셋째,한 가지 매

개체,즉 말하기나 듣기를 단독 실행하는 것보다 같이 병행하면 훨씬 어 의사

소통 능력에 효과 이며 교실 활동에 다양성을 제공하고 교실 밖에서도 이루어

지는 활동에 많은 언어 을 증가시켜 다.

그 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학생들 해 쓰기 지도를 하는 효과 인 방법은

무엇인가. 쓰기 지도 방법으로는 결과 심 쓰기 교육(product-centered

writing approach) 보다는 과정 심 쓰기 교육(process-centered writing

approach)을 좀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 선경(2007)은 학교 학생들을 한

효과 인 어 쓰기 지도 방법에 한 연구에서 응답자들로부터 과정 심 쓰기

가 좀 더 정 이고 효과 인 결과를 얻었다.그 결과에 따르면 과정 심에서

정 이고 효과 인 들을 열거하면 어 작문을 하는 방법과 련된 차,

인스토 단계 이를 활용한 방법, 고에 한 반응, 의 체 흐름, 고

과정의 효과,두 번 고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 반응,교사 피드백에 한 반

응 등에서 결과 심 쓰기 교육보다 다소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

구자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 교과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를 바탕

으로 한 통제 작문을 지도한 이 있는데 학생들의 참여도 호응도는 체

으로 매우 좋은 편이었으며 특히 내성 이어서 말하기를 수 어하는 학생들도

매우 높은 참여도를 보여주었다.그리고 무엇보다 쓰기 활동을 통해 문법 지식

이나 문장 구조에 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말

하기와 연 지을 수 있었다는 에서 쓰기 강화는 EFL환경에서 어 의사소

통능력 향상을 한 합한 방법이라고 단된다.비록 통제 작문 지도 방법과

과정 심 쓰기 지도 방법이 뚜렷하게 어느 방법이 더 낫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학생들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그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게

서로 보완하는 방법이 가장 나을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고등학생들에게는 아직 쓰기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과정 심쓰기 지도에 역

을 두면서 결과 심 쓰기 지도를 하게 활용함이 옳다고 여겨진다.덧붙여

김지원(2006)은 쓰기에서의 기본은 어휘라고 제하고 어 쓰기에 능통하기

해서는 어 어휘를 많이 그리고 그 뜻을 정확하게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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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기 해서 그는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즉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

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말 뜻을 외우게 되면 불완 한 어휘력을 쌓게

되어 쓰기를 할 때 자칫 크나 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 했다.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고등학생들의 어휘 암기 방식과 맥을

같이하는 사항이다.따라서 문맥상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쓰임 활용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그러면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어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에 한 고찰을 더 진행해 보자.

둘째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어 학습자들에게는 말하기 능력 강화가 요구된

다.먼 말하기 능력 강화 방안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어로 진행하는

어수업이 확 시행됨에 따라 많은 어권 원어민 교사들이 빙되어 어교수

학습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다.이는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어권

화자들이 사용하는 발음과 표 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직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게 어 말하기를 유도하기 한 것이다.Widdowson(1983:

37)은 의사소통에서 요한 것은 언어표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언어

표 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미 는 의도라고 하 다.Krashen(1982)는 수업에서

교사가 언어 지식의 달을 넘어 원어를 실제 수업에서 사용할 때 학습자들의

외국어 습득은 강화된다고 보고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의사소통 인 유창성을 성

취하기 해 모국어를 습득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목표어에 노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련하여 이완기(2000)는 우리나라 어교육이 비효율 인 가장 큰 이유

로 어를 어로 가르치고 배우지 않고 한국어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이라고

지 했다. 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한 방안의 하나로 이소 (2009)은 어로

수업하는 어수업의 필요성에 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88.8%가 TEE

수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송민숙(2002)은 TEE가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에서 학생

들은 TEE를 통해 듣기와 말하기 기능에 한 심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성 향상이 있었음을 제시했다.

Doff(2002:132)는 학습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발표와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특히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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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말하기를 할 때 어 발음에 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어의 특징인 강세

와 억양을 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은경자(2010)는 고등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한 방안으로 수행평가에

서 역할극,인터뷰,연설 등을 수행평가 역에 포함시킨 결과 평가를 하지 않았

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학생들은 말하기에 해 더 자신감이 생기고 어로 하

는 수업 환경에서도 보다 친숙해지며 어 말하기에 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된

다고 주장했다.비록 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한 교수법 상의 많은 연구는 있

어 왔지만 이에 한 평가의 기 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택진(2002:133-142)은 어 말하기 평가와 련하여 재 숙명여자 학교,

부경 학교,강남 학교 등지에서 말하기 테스트에 해 심을 가져왔지만 뚜렷

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언 하면서 말하기 능력평가 도구의 이론 인 기

반을 바탕으로 행정도(administrativity),타당도(validity),신뢰도(reliability),채

도(scoreability)그리고 실용도(practicality)를 갖춘 말하기 능력 평가 도구의 개

발이 시 하다고 제안했다.이를 통하여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어 정책은 보

다 실용 이고 학습자 친화 인 말하기 평가 기 마련이 요구된다.말하기 소재

는 자신 소개에서부터 일상생활,장래 희망,취미,가족 소개,인물 사물 묘사,

친구 소개,자기 마을 소개,특정 지 소개,자기의 의견 말하기 등 주제를 다

양화 하면서도 수 별로 평가의 기 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서 시행토록

하고 이를 성 에 반 함으로써 학습자는 말하기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보

다 극 으로 참여할 것이다.게다가 앞에서 본 국가 어능력시험에서도 말하기

능력이 측정될 정이기 때문에 말하기 능력 강화의 필요성은 굳이 언 하지 않

아도 요성은 인식하리라 본다.

셋째로는 듣기 능력 강화 방안이다.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 는 부모를

비롯하여 형제자매,이웃 등 직.간 으로 많은 말을 듣게 된다.한 살 쯤 되면

음을 식별할 수 있고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 인 듣기 능력을 갖추게 되고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더 많은 듣기 경험,다양한 소리에 선별 인 반응을 보이고

음성으로 표 하게 된다(OaklandandWilliams,1971).싱가포르와 덴마크의 언

어학습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TV나 각종 매체를 통해 어릴 때부터 직.간

으로 해당 언어에 가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듣기에 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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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그러므로 학습자의 연령에 맞는 하면서도 다양한 로그램

을 개발하고 이용함으로써 어 친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덴마크의

어교육 특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성학 지식을 바탕으로 어 문장의 발음에

특징 으로 나타나는 축약,강세,억양,연결,설탄음화,탈락,병합,동화 등을

어를 들으면서 익힌다면 더욱 효과 일 것이다.특히 김지원(2006)은 어 듣기

는 말하기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계를 갖는 언어행 라고 하면서 어 청취

력을 향상시키려면 우선 어 음을 잘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청취력에서 유의해야 할 을 네 가지로 지 하고 있다.첫째로,유사음을

우리말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는 어로 만 익 야 하며,둘째로, 문이

내용을 어순 그 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셋째로,받아쓰기 연습을 꾸

히 하며,넷째로,특정 낱말에 얽매이기보다는 체 내용을 악하는데 주력하

라는 것이다.그러면서 그는 수동 교수방법 신에 듣기와 함께 말하기 훈련도

병행하되 이따 씩 학생 개개인을 정하여 일 일로 질문함으로써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 다.따라서 듣기와 말하기 기능은 통합 으로 익

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네 기능 하나인 읽기 능력 강화 방안과 련하여

Krashen(1997)은 외국어 습득을 한 방법으로 좋아하거나 심이 있는 분야의

책이나 기사를 즐겁고 꾸 히 읽도록 다독(extensivereading)을 강조하지만

의 내용을 정확히 악하고 학문 언어에도 익숙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정독(intensivereading)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지원(2006)은 어

문장을 효율 으로 읽기 해서는 무엇보다 두 가지 연습이 필요한데 첫째는 의

미 단 (meaningunit)찾기이다.의미 단 란 개인마다 호흡의 길이가 다르지만

개는 의미 단 별로 끊어 읽는다는 것이다.그러기 해서는 우선 한 의미군을

이루는 문구 단 로 끊어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둘째로,직독 직해이다.읽어 나

가면서 바로 이해하는 직독 직해 능력이 신속하고 정확한 읽기에서 필수 이다.

이를 해서는 다양한 문을 많이 읽되 개별 단어와 표 의 뜻에 얽매이지 말

고 문법과 문장 구조를 굳이 따지지 말고 문을 어순 로 읽어나가면서 체의

뜻을 악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성백환(2000)은 직독 직해를 순차번역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순차번역 원리에 따르면 직독 직해는 표면구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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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심층구조로 이루어진 독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읽기는 시각을 이용

해 인지력을 키워나가는 효과 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시각을 이용해 인지력을

키워나가는 효과 인 방법 하나로 작게는 낱말의 상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연상되는 그림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했다.이러한 상 기법을 생생하게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열의를 갖고 반복해서 읽어야 하고 이를 통해 두뇌에 자극을

시켜 토픽 문장을 악하게 되면서 자동 으로 이해력이 향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나 교과서를 통한 읽기 능력 향상에는 많

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활동으로 교과

서 이외의 다양한 장르의 서 을 통해 간 으로 나마 목표 언어에 한 경험

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읽은 내용에 해 자신이 느낀 등을 쓰도록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쓰기와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이

에 한 방법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자 친화 인 내용의 것들인 각 지별 문 안내서를 참고하

여 이를 학습활동과 연계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단순한 읽기를 넘어서 다양한 어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한 배

경지식을 쌓기에 가장 좋은 방법 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종합 으로 어능력을 강화하기 한 방안으로 이완기(2008)는 어를 통한

어 수업(TeachingEnglishinEnglish)수업 확 , 직 어교사 심화연수,

어 용 교사 도입,수 별 교육과정의 도입, 어 교과서 규제 완화 질 제고,

어 친화 환경조성,다양한 어 로그램 개발 등의 방향을 제시하 다.그

리고 어교육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학습자의 개인차와 정의 측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 다.

박 언(2006)은 우리나라 어교육 문제들의 해결방안에서 과거의 여러 차례

어교육정책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의 상변화에 상응하는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 하면서 ESL방향으로의 어 학습 방향 환을 할 시기라고

언 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어교육 활성화를 한 보다 극 이고 효율 인 방

향은 김종훈(2010:119)에서 찾을 수 있다.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어교육의 방

향을 다음 10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이를 열거하면 어수업 시수확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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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 에 맞는 내용 구성, 어로 진행하는 수업 확 , 어 원어민과의 력수

업 확 , 어 표 능력 강화교육, 어 평가방법의 진 개선, 임 어 담당

교사 심화연수 의무화,일반 어 담당 교사 국내.외 연수 확 ,학교별 친 어

환경 조성,지역 방송을 활용한 어교육,내용언어통합학습법(Contentand

LanguageIntegratedLearning)으로 발 시켜 나가는 것 등이 바람직하다.

내용언어통합학습법은 네델란드,덴마크,핀란드 등 외국의 어교육 선진 사

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 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공통 인 이유

의 하나로 이 교수 학습 방법을 장에서 선택하기 때문이다. 어의 네 가지

기능을 균형있게 습득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내용언어 통합 학습법은 단순하게

학습자들이 언어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언어를 모국어와 같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이 언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

다.

Stryker와 Leaver(1993)는 내용언어통합학습법을 언어 그 자체에 을 맞춤

으로써 언어 숙달도를 향상시키고자 한 근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 학습

법은 네델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 유럽에서 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과목

의 내용 는 주제를 학습하는 부산물로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다

시 말하면 특정 과목의 학습 내용과 제2언어 는 외국어 학습을 통합하는 것으

로 수학,과학,사회 등의 교과 내용을 어로 수업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

고 그 과정을 통해 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자는 방법이다.이 학습법은 근 방

법에서 두 가지 요한 원리에 근거하는데 하나는 언어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을

목 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용이나 주제에 한 정보를 얻는 수단 는 도구

로 언어(제2언어 는 외국어)를 사용할 때 제2언어를 더 성공 으로 학습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 심 근 방법은 제 2언어를 배우기 한 학습자의

필요성을 더 잘 반 한다는 것이다.이 원리는 많은 내용 심 로그램이 ESL

학습자에게 학문 연구나 정규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반 한 것이다.여기서 내용(content)이란 주제(subjectmatter)를 달하기

해 사용하는 언어라기보다는 언어를 통해 우리가 배우거나 의사소통하는 실재

(substance) 는 주제를 말한다(Richards& Rogers,2001:204).Krahnke(1987)

에 의하면 내용기반 교육은 가르쳐지게 될 내용과 언어 자체를 분리시키거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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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교육을 한 직 는 명시 인 노력을 하지 않고 학습될 언어에서의 내용

는 정보를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Snow(2001:305-309)는 내용기반 언어 교육 모형은 용될 외국어 는 제2

언어 상황, . 등학생, 학생 는 성인 등의 수 , 로그램이 내재하는 언

어와 내용의 강조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는 몰입교육(immersioneducation)모형이다.몰입교육이란 목표어를 모국

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부 는 일부를 목표어로 수업을 받는

형태를 의미한다.몰입교육 로그램에서 학생들의 목표는 높은 수 의 외국어

숙달도 개발,외국어를 말하는 사람과 그들의 문화에 해서 정 인 태도 개

발,학생들의 나이와 능력에 따른 요구에 상응하는 어 기능 개발과 교육과정의

내용교과 역(contentareas)에서 명시된 기술과 지식을 얻는 것이다.이 모형은

제2언어 사용능력 강화,정규 교과 과정상의 학습 능력 향상,모국어 사용 능력

을 유지하면서,문화에 한 이해를 돕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둘째는 등학교에서 내용강화 외국어(ContentEnrichedForeignLanguage

intheElementarySchool)로 다양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등학교에서 외국

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주제기반(ThemebasedModel)모형인데 어느 일부 특정 과목이나 모

든 과목을 학습자의 흥미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규 교과의 틀에 맞춰

체계 으로 목표어를 가르치는 모형이다.

넷째는 보호모형(ShelteredModel)으로 정규 교과 시간에 제 2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자를 보호하기 해 따로 목표어인 제 2언어를 심 으로 배우

는 것이다.

다섯째는 부가모형(AdjuntModel)이다.언어능력이 뛰어난 모국어 화자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제2언어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을 한

모형이다.이 모형에서는 한 학생이 두 과정을 신청하는데 하나는 언어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학습과정이다.두 과정은 동일한 학습 내용을 언어 교사와 교과 담

당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다.언어교사는 언어 사용의 기능을 가르치는데 역 을

두고 교과 담당 교사는 학습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언어와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몰입 교육과 등학교에서 내용강화 외국어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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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를 교육하는 상황에서 용되어 왔으며 나머지들은 제2언어 상황에서 많

이 용되어 왔다.이 언어를 함께하는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두 언어를 실용

으로 활용하고 내용과 언어를 통합 으로 학습함으로써 언어 기능은 물론

사고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이 모형들 에서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

에 가장 합한 내용언어통합학습법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는 앞으로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도는 한민국 인구의 1% 정도에 불과하다.싱가포르나 덴마크의

경우와 비교하면 역사 문화 그리고 주변 환경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가장

요한 것은 언어정책이다.싱가포르의 경우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어가 립

어로서의 역할이 성공 요인들 하나 고 덴마크나 핀란드의 경우는 어정

책이 크게 작용하 지만 이 나라들의 공통 을 지 하자면 정책 수행을 하기에

한 인구를 가졌다는 이다.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강력한 제주도민의

의지와 앙정부의 극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이 정책에 한 흡수율이 빠를 뿐 만 아

니라 실행에 있어서도 극 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본토

와 떨어져 있어 지리 으로도 정책을 펼치기에 가장 합한 곳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에 덧붙여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된다면 좀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는 정치의 논리나 지역주의의 성격을 탈피하여 과 교육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강력한 앙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이를 제주도만

특혜를 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한국의 어정책에 한 역할 모형 지역으

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싱가포르가 과 무역, 융의 국제 도시국가로 변

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장 이다.외국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업무를 볼 때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기업체들을 불러들이기 해서는 무엇보다 시 한

것이 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 인 라가 가장 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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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제언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 로 돌입하여 국가 간의 경계선은 이미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다.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 물 교류는 사이

버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매개체는 국제어인 어이다.그러므로 어

의 구사 능력은 국제간의 소통을 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필수 인 도구가 되어

버린 실이다.한국과 같은 단일 언어를 사용해 온 국가들은 어를 습득하고자

그 동안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으며 앞서 언 된 일부 국가들은

어교육이 성공 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성공 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들은 단순히 교수방법 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책 ,사회

문화 ,교수방법 등의 복합 인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학생들이

어의 요성 인식과 학업 성취 의식이 높게 나타난 은 어 능력 강화를 해

무엇보다 매우 낙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내 동기를 최 로 이끌

어내기 해 외 요소들이 뒷받침 된다면 지 보다 훨씬 나은 어 학습 분

기가 조성될 것이고 더 큰 어 학습의 시 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교육의 빈부격차

발생을 해소시키기 해 공교육만으로도 모두 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며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교육에 한 투자가

상 으로 매우 조한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업의 질 향상을 해 정부

의 좀 더 극 인 인 ,물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아울러 어교사 연

수 에 한 연수는 단기성이 아닌 .장기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국제

수 에 걸맞는 공신력있는 어교육 로그램 개발과 그에 한 연구가 필요하

다. 한 원어민의 활용을 높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함으로서 수업시간의 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문화 으로는 지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비록 제주도내에서는 실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당연한 문제이기도 하다.세계는 지구 화되고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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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따라서 사회는 어친화 인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응할 수 있도록 방송 매체를 극 으로 활용하고 도내에 거주하는

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도민이나 외국인들을 지역민들과의 연계를 통한 언어 교

육을 한 인 네트웍을 만들어 방과 후 로그램을 보다 확 ,시행함으로서

어교육 활성화를 진해야 하며 어를 배우는 목 이 출세나 지 의 상승이

아닌 의사소통의 기능 수단이라는 반 인 이해와 분 기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쓰기 기능부터 강화하고 동시

에 말하기 기능과 듣기 기능에 을 맞추는 어교육에 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이해기능보다 표 기능에 한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어 교수학습의 방법 측면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한 실용 어 교

육과 언어의 4가지 기능을 통합 으로 습득하는 내용언어통합학습법이 요구되며

교사는 다 지능이론을 기반으로 한 학생들의 인지 측면과 심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어에 한 열등의식이나 소외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마련함으로서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비록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학습 자료를 만들기에는 실 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공동연구를 통해 좀 더 다양하고 학생들의 높이에 맞는 학습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수업은 역사나 한국어 시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차 어로 이루

어지는 방식이 되어야 하나 실 으로 많은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수업

만이라도 어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 인 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

를 해 우수한 어교사의 육성을 해 다각 인 모색이 요구된다.

앞에서 싱가포르와 홍콩,덴마크와 핀란드 등 어교육이 성공 이라고 평가

되는 나라들의 특징에서 나타났듯이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일 성있는 교육정책

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한국의 어교육 정책은 물론 제주국

제자유도시에서 장기 인 안목으로 도민,교육당국,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어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학습자들로부터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있는 어교육이 실히 요구

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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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ImprovementofEnglishEducationinSchoolsinJejuProvince

-withspecialreferencetohighschoolstudentsinJejucity-

Ahn,Tae-kyou

MajorinEnglishEducation,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Jeju,Korea

SupervisedbyProfessorKim,Chong-Hoon

Astheworldisbecomingaglobalvillage,thethickwallbetweencountriesinthe

pastisweakeningandhumanandmaterialexchangesareincreasing.Inthisprocess,

Englishservesnotonlyasanessentialmeansofcommunication butasascalefor

internationalcompetitiveness.To keep up with this new era,the Jeju Free

InternationalCityhastomakepreparationsforgettingthestatusofaninternational

city.However,asfarasEnglishproficiencyisconcerned,Jejustudentsneedtoraise

theirEnglishcommunicativecompetence.

InordertofindoutwaystoimproveEnglishproficiencyinJejufreeinternational

city,3mainresearchquestionswereaddressedinthisthesis.Theyarethewaysof

English learning and acquisition,theeffectivewaysoflearning English.andthe

degreeofdependenceonEnglishtextbookstoimproveEnglishcompetence.

ItwasrevealedthatstudentsinJejustillconcentratedmainlyonreadingand

EnglishgrammartoacquireEnglish.Secondly,writingandspeakinginEnglishclass

haverarelybeendealtwith.Thirdly,studentsinJejudon'thavemuchaccesstothe

useofmassmediaregardingEnglisheducation.2)

WithregardstoEnglishtextbooks,thereasonsstudentsdon'thaveinteresti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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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s used in the class are as follows.First,they don'tcontain enough

interestingcontentstointriguestudents.Second,thecontentsinthetextbooksare

notdirectlyrelatedtotheirreallifesituations. Third,theydon'tdealwiththe4

languageskillsappropriately,whicharelistening,speaking,reading,andwriting.

AseffectivewaystoimproveEnglisheducation,undertheconditionthatEnglish

hastobetaughtinEnglishandincontentandlanguage-integratedlearning,Jeju

specialgoverningprovincialofficeofeducationdominatedEnglisheducationpolicy

shouldbecontainedasfollows.Firstofall,itisdesirablethatwritinginlanguage

functionsshouldbestrengthenedinordertohaveinternationalcompetitivenessin

communicative competence.Secondly,speaking should be encouraged in class.

Thirdly,English textbooks have to contain texts and material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oftheJejuFreeInternationalCity.Fourthly,nativeEnglishteachers

shouldhavethechancetoevaluatestudents'speaking andwritingskills.Fifthly,

multi-medialikeEnglishT.V programsorEnglishnewspapersshouldbeusedinor

outoftheclassroom asmuchaspossible.Sixthly,user-friendlyteachingmaterials

shouldbedeveloped.Seventhly,Englishpronunciationshouldbetaughtonthebasis

ofphonetics.Lastly,thecontentsinthetextbooksshouldbelinkedtowriting.

Inaddition,geographically,Jejuisisolatedfrom themainland,solocalsarerather

exclusivetopeoplewhoarefrom otherprovincesorcultures.Thus,tobreaktheir

prejudiceofotherculturesorpeoplefrom differentpartsoftheworld,education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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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설문지 양식

A.학습자의 교육 의존도 어교육 련 매체 활용도 조사

1.당신은 공교육과 사교육 어느 쪽을 더욱 신뢰하나요?

a.공교육 b.사교육

2.만약 사교육에서 내신 련 강의 비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

니까?

a.그래도 받는다 b.고려할 것이다

c.받지 않을 것이다 d.부모님의 결정에 따른다

3.당신은 학 진학 후 어의 어느 부분을 집 으로 향상시키고 싶나요?

a.듣기 말하기 b.읽기

c.쓰기 d.토익 는 토 과 같은 수험 어

4.당신은 어 련 EBS방송 는 인터넷 강의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요?

a.자주 b.종종 c.가끔 d.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5.당신은 EBS방송에서 주로 어의 어느 분야를 이용하나요?

a.수능 련 강의 b.토 ,토익 c.회화 d. 문법

6.EBS강의에 한 당신의 만족도는?

a.매우 만족 b.만족 c.보통 d.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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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당신은 EBS교재 강의에서 수능 시험에 출제율이 높은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매우 정 b. 정 c.보통 d.부정

8.제주지역에 주간 자 신문인 Jejuweekly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요?

a.자주 이용한다 b.종종 이용한다

c.신문이 있는지 모른다 d. 심이 없다

9.당신은 아리랑 T.V 는 어 라디오 방송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a.매일 b.종종 c.거의 하지 않는다 d. 하지 않는다

10.T.V나 길거리에서 어로 쓰여 진 고나 홍보물에 한 당신의 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a.매우 심이 있다 b. 심이 있다

c. 심이 없다 d. 심이 없다

11.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a.매우 만족 b.만족

c.도움이 된다 d.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만약 교육법상 어 유 제가 실시된다면 당신의 마음가짐은?

a.반드시 합격 할 것이다 b.노력할 것이다

c,포기하고 다시 받을 것이다. d.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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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B.학생들의 어의 습득 성향 학습 방법

1.당신은 재 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a. b.아니오

2.언제부터 처음 어를 했나요? a.유치원 b. 등학교

3.당신은 어가 요한 외국어라고 생각하나요?

a.매우 요 b. 요 c.별로 요치 않다 d. 요치 않다

4.당신이 어를 배우는 목 은 무엇인가요?

a.국제 언어이기 때문에 b.시험을 해서

c. 요하다고 하니까 d.좋은 직장을 얻기 해

5.당신은 어에 심이나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기본실력 부족 b.어휘 암기가 싫어서

c.입시 주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d.진도가 빨라서

6.다음 외국어 습득 기술 가장 먼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듣기 b.말하기 c.읽기 d.쓰기

7.외국어 습득에 문법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매우필요 b.필요 c.불필요하다 d. 필요치 않다

8.다음 당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a.듣기 b.말하기 c.읽기 d.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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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당신은 수업 시간에 담당 어선생님이 발음 교육을 하나요?

a.자주한다 b.종종한다 c.거의하지 않는다 d. 하지 않는다

10.당신은 발음이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매우 요 b. 요 c.다소 요 d. 요치 않다

11.당신의 재 발음을 어떤 기 으로 배우고 있나요?

a.원어민 발음을 따라하면서 b. 자사 을 활용하여

c.철자와 연 지으면서 d. 충 읽는 편이다

12.당신은 단어나 문장을 읽을 때 강세나 억양에 어느 정도 심을 가지고 읽는

편인가요?

a.매우 심 b. 심 c.다소 심 d.무 심

13. 어 수업시간에 작 련 수업은 하나요?

a자주한다 b.종종한다 c.거의 하지 않는다 d. 해 본 이 없다

14.배운 내용과 련하여 자신은 얼마나 자주 작을 하고 있나요?

a.항상한다 b.종종한다 c.거의 안한다 d. 안한다

15.학교에서 어시간에 무엇을 가장 강조한다고 생각하나요?

a.듣기 b.말하기 c.읽기 d.쓰기 e.문법

16.주로 어떤 방법으로 어휘를 암기하나요?

a.종이에 쓰면서 b.한 번 써보고 으로 익힌다

c. 으로 만 익힌다 d.원어 발음을 듣고 반복하며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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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어휘 암기 시 당신이 익숙한 방법은 어느 것인가요?

a. 어를 한국어로 b.한국어를 어로

c. 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d. 어를 어로

18. 요한 어휘나 표 을 별도로 정리해서 익히려고 하는 편인가요?

a.반드시 한다 b.종종한다 c.거의 안한다 d. 안한다

19.한국어 어휘를 한 어 단어와 어느 정도 연 짓는 편인가요?

a.항상한다 b.자주한다 c.가끔한다 d. 안한다

20.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자주 어로 떠올리려고 노력하나요?

a.자주한다. b.가끔한다

c.안한다 d.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없다

21. 어 습득에 있어서 가장 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교재 b. 어 담당 교사

c.원어민과의 화 d.자신의 마음가짐

22. 재 어 능력 향상을 한 당신의 학습방법은 어떤 것인가?

a.단어를 주로 암기한다

b. 화나 어로 된 로그램을 많이 한다

d.자주 듣고 말하려고 노력한다

e.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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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C.실제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와 련한 선호도 조사

1. 행 교과서가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

a.매우 도움이 된다 b.도움이 된다

c.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d.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행 교과서가 읽기와 쓰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a.매우 도움이 된다. b.도움이 된다

c.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d.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행 교과서가 단원 내용상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매우 그 다 b.그 다 c.다소 그 다 d.그 지 않다

4. 행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권 문화를 어느 정도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매우 충분하다 b.충분하다 c.미흡하다 d.연 성이 거의없다

5.제주 련 내용을 교재에 수록한다면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

나요?

a.매우 가능하다 b.가능하다 c.보통이다 d.그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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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D.제주국제자유도시 련 개인별 성향 조사

1.국제화자유도시라는 말에서 가장 먼 떠오르는 언어는?

a. 어 b.일본어 c. 국어 d.스페인어

2.제주국제자유도시 발 방안에서 어 공용화 정책에 한 당신의 입장은?

a.매우 정 b. 정 c.부정 d.매우 부정

3.당신은 국제화 마인드를 갖추기 해 무엇이 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정보통신 능력 b.타 문화에 한 이해 c. 의범 d. 어 능력

4.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 어 의사소통 능력 b.무역 c.자유로운 교류 d.

5.당신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 어로 어느 정도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잘 할 수 있다 b.할 수 있다 c. 충 할 수 있다 d.할 수 없다

6.제주국제자유도시 활성화의 주체는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앙정부 b.제주도청 c.제주도민 d.부모

7.외국 문화가 제주에 목되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매우 정 b. 정 c.다소 부정 d.부정

8.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a.매우 정 b. 정 c.다소 부정 d.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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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당신은 다양한 나라 출신의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게 된

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a.매우 정 b. 정 c.다소 부정 d.부정

10.당신은 제주도에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 지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나

요?

a.매우 정 b. 정 c.다소 부정 d.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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