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21, September 2021, pp. 981-1003
DOI: 10.15738/kjell.21..202109.981

© 2021 KASELL All rights reserved  981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ISSN: 1598-1398 / e-ISSN 2586-7474

http://journal.kasell.or.kr

영어과 교사연수에 관한 초등영어 교사의 경험 및 인식*

김경혜(서울수리초등학교) 안경자(서울교육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Kim, Kyounghye and Kyungja Ahn. (2021). Elementary English teacher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981-1003.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elementary English teacher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s. Ten competent and 
experienced elementary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Individual interviews 
with four of the teacher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he remaining six 
teacher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or four teachers, 
their internal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 experiences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school context or English education policies contributed to their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eacher training programs. Their training was internalized 
through classroom practices and reflective teaching, affecting the individuals’ 
philosophy on ELT. Second, factors of effective teacher training programs 
included training programs, individual teachers, school contexts, and teacher 
education policies. In particular, in-depth participatory curricula, competent 
instructors, and collaborative peer teacher learners were highly emphasized. 
Third, the needs analysis for teacher training programs showed that the 
programs should be improved and supported in terms of program content and 
organization, school administrators and peer teachers, and governmental 
policies. Suggestions included expanding the budget for training programs, 
establishing customized training programs for various skill levels, ensuring 
English teaching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teachers, supporting excellent 
teachers, and improving monetary compensations and promotion opportunities 
for elementary English teachers. Further important implications regarding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English teacher education polic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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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격한 교육적 변화에 부응하고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
에서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영어 공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중요하다. 영어 공교육의 
출발점으로서 초등영어교육이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초등영어교육 맥락과 학습자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우수한 영어 능력과 영어 교수 능력을 지닌 초등영어 교사를 양성하고 지속
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영어가 초등교육과정에 정규 교과로 도입된 이후 영어교육 제반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홍예진과 민찬규(2015)에 따르면 교육의 세 요체인 학습자, 교사, 
교육 내용 중에서 학습자나 교육 내용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다루어져 왔지만, 교사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교육 연구의 주류는 중등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초등영어 교사교육에 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언급하였다. 연구 방법 역시 설문을 통한 통계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양적 연구 방법이 대부분임을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맥락은 중등학교 영어교육 맥락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김종영, 안경
자 2016). 담임교사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영어전담교사제, 초등영어 공교육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교사연수는 지속적인 교수 동기 유지와 전문성 발달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주순옥과 안경자(2015)는 우수 초등영어 교사의 전문성 발달은 교사교육 경험
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영어과 교사연수가 교사의 영어 교수동기 및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다(김성혜 외 2018, 김신혜 
2011, 김영순 2018, 김종영, 안경자 2016). 이처럼 교사연수가 교사의 지속적인 교수 동기 및 전
문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교사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견인차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교사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교사연수가 도움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등영어를 장기간 지도해 오고 여러 교사연수를 이수해 온 전문성 높은 초등 교사들
의 영어 교사연수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과 교사연수가 교
수 동기 향상과 전문성 발달에 유용한 요인을 분석하고, 영어과 교사연수에 관한 초등영어 교사의 
요구 사항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영어 교사 및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장단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1) 우수 초등영어 교사의 영어과 교사연수 경험은 어떠한가?
2) 우수 초등영어 교사가 영어과 교사연수의 유용성 정도를 인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우수 초등영어 교사의 영어과 교사연수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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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영어과 교사연수

현직 교사연수는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자격증 취득 이후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전문
적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참여하는 교육·훈련 활동이다(OECD 1982). 이는 
교사의 전문성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영어과 교원연수 유형을 교원연수 중점 추진 방향(교육부 2020)을 참고해 정리하면 표 1과 같
이, 연수기관, 단위 학교, 개인 중심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연수기관 중심 연수는 자격연수, 직무
연수, 특별연수로 분류된다.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 수석교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이
다. 직무연수는 교육 이론 및 방법,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로, 교수학습, 생활지도 및 상
담, SW 관련 연수 등이 해당된다. 특별연수는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로 학습연구년제, 대학원 학위 과정, 교육·연구기관 파견, 영어 교사 심화연수 등이 포함된다. 둘
째, 단위 학교 중심 연수에는 컨설팅장학, 연구수업, 교과교육연구회, 교내자율장학, 교원전문학습
공동체 등이 있으며 학교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진다. 셋째, 개인 중심 연수는 대학원 학위 
취득, 교과연구회나 학회 참석, 사설 어학원 수강 등 교사 개인의 자율 연수이다. 직무연수는 교
사 인사 기록에 연수 이력이 등재되고 연수비가 일부 지원되는 반면, 자율연수는 연수비가 지원되
지 않으며 연수 이수 기록이 인사 기록에 기재되지 않는다. 

표 1. 영어과 교사연수 유형
구분 내용

연수기관
중심

자격연수 1급 정교사, 수석교사

직무연수
교육의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집합연수: 연수기관에서 출석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수
-원격연수: 정보통신 기술 활용 비실시간/실시간 쌍방향/단방향 원격 연수
-혼합형 연수: 집합연수와 원격 연수를 연계한 혼합형 연수

특별연수 학습연구년제, 대학원 학위 취득 대학 위탁, 해외 장ㆍ단기 체험연수, 영어 교사 
심화연수 등

단위 학교 중심 컨설팅 장학, 연구 수업, 교과교육연구회, 자율장학, 교원전문학습공동체
개인 중심 자율연수 국내외 교육기관 학위 취득, 연구 수행, 교과교육연구회, 학회, 개인 연구

직무연수의 경우 연수 방식과 운영 형태에 따라 집합연수(연수기관 출석), 원격연수(다양한 매
체로 실시간, 비실시간 연수), 혼합형 연수(집합-원격 혼합형/블렌디드 연수)로 나뉜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는 실시간 진행 여부·상호작용 여부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된다(비실시간/실
시간 쌍방향/단방향 원격연수).

영어과 교사연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체계적 고찰과 교사연수의 효과에 대한 양적, 질
적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지난 50년간 ‘영어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영어 교사교육 관련 연구 분
석(안경자 2015)에 따르면, 교사교육 및 전문성 신장(36%), 교사 인지 및 인식(35%)이 비중 높
게 연구되었으며 이는 교사연수 프로그램과 관련이 높다.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현직 교사 교육



과 관련해서는 교사교육의 모형 설계 및 개선, 프로그램 평가, 효과 등이 주로 분석되었다. 대표
적으로는 영어 직무연수와 관련된 연구(방준 2013, 안정미 2002), 초등영어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박성수 2010, 이보람 2016), 초등영어 교사연수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박연
희 2002, 전미라 2014)가 수행되었다.

초·중등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연수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심화연수 프로그램
의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도구 개발, 만족도 및 효과 분석, 개선 방안 도출 및 모형 개발 등의 주
제로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주로 설문 조사, 사전·사후 평가 결과 등을 활용한 양적 
연구가 많고, 저널 및 면담을 활용한 질적 연구 및 혼합 연구가 행해졌다. 본 연구와 연관성이 높
은 주제로 심화연수 참가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영어 및 영어 교
수 능력 향상도, 교실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고(김영희, 김정렬 2015, 장경숙 외 2011, 
하명애 2009, Na, Ahn, & Kim 2008), 영어 수업전문성 인식 변화(이수현, 정혜영 2012), 연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요구분석(김태은 외 2014)도 행해졌다.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심화
연수는 교사의 영어 능력, 영어 수업능력 및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
졌다. 교사 만족도도 영어(수업) 능력 및 자신감 향상 측면에서 높은 편이었으며, 다른 교사들과 
교류하고 해외 문화 경험을 수업에 활용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심화연수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교육과정 및 내용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영어 능력 및 영어 교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연수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에서 배운 바를 일선 학교
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연수 강사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초등영어 교사연수에 관한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심화연수에 집
중되어 온 측면이 있고, 양적인 효과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초등영어 교사들의 전반적
인 연수 관련 경험과 인식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의 풍부한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2.2 초등영어 교사의 전문성

초등영어 교사의 전문성은 초등영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능력과 관련하여 구성 요소
를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전문성을 갖춘 영어 교사는 목표어(영어)에 대한 능숙도뿐만 아니라 실
천적인 내용교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Shulman(1986)은 교사의 전문지식을 교과 
내용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내용교수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교
육과정 지식(curricular knowledge)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용교수 지식은 교과 내용과 교수법 지식
의 통합으로 보았다. 

영어 교사의 전문성 관련 자질은 지식과 기술 중심, 인지적 측면, 수업 전문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주순옥, 안경자 2015, 하명애, 민찬규 2009). 첫째, 교과 지식과 교수 기술 중심 전문성은 
언어 구사 능력, 언어·문화 지식, 학습 심리 지식, 교수 방법 평가 지식, 대화 기술, 의사소통 욕구
와 기능 관련 지식을 포함한다(Hammerly 1986). 둘째, 인지적 측면 전문성으로 교과, 학습자, 사
회문화적, 제도적 맥락에 대한 지식(knowledge), 교수 기술(skill), 자아 및 교수 활동 등에 대한 
태도(attitude),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인식(awareness)이 해당된다(Freeman 1989). 셋째, 수
업 전문성은 특정 교과내용을 맥락에 맞춰 학습자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핵심요소에는 내용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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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PCK)이 있다. Bereiter와 Scardamalia(1993)는 전문가를 과정으로 보고, 고경력 교사가 반
드시 전문성을 갖춘 교사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전문가와 고경력 비전문가를 비교하였다. 

주순옥과 안경자(2015)는 세 명의 우수한 초등영어 교사의 전문성 발달 사례 연구를 통해 교사
인지, 실제 교수, 전문성 발달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우수 초등영어 교사의 신념과 지식은 영어 
학습, 교수, 교사교육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또한, 우수 초등영어 교사는 영어 학습, 
교수, 영어 교사교육 경험 및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장경숙 외(2011)의 지속적 전문성 신장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심화연수 이후에도 영어교
육 전문성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교사들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적인 노
력과 함께 영어 교사연수를 이수한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교사학습자로서 주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문성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영어과 
교사연수를 택하는 영어 교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영어지도경력과 영어교육 전문성이 높은 
교사의 교사연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면 영어 교사 전문성 및 영어 연수 
프로그램 개선과 영어교육 정책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크게 두 부류로, 첫째, 심층 면담 대상 교사 네 명이다. 이들은 교직 경력 
10년 이상이고 영어전담교사 경력 5년 이상이며, 영어 연수 및 지도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수업 
전문성이 높은 편이다. 영어교육 전문성 판단 기준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전공 학위 취득 및 
교육청 주관하는 TEE 인증과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등 
영어교육 자격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 영어교육 전문성과 관련한 유의미한 교육 배경이나 이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사들 중 연구 참여 동기가 높은 네 교사를 심층 면담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영어교육 이력과 영어 연수 이수 이력 등 배경 정보 및 영어
교육 전문성 관련 정보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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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심층 면담 연구 참여자 배경 정보
경력 영어교육 이력 주요 영어 연수 이수 이력(시간)

A 
교사

50대 후반
33년 경력
15년 영어지도
(전담14, 담임1)
TEE-Master
TESOL, 석사

영어과 수석교사, 영어과 수업 방법 
개선 교사, 교육청 영어 학습 교재 
개발, 교육청 컨설팅 지원단, 교육청 
수업 코칭 지원단, 영어전문학습 
공동체 리더 교사, 교육청 영어 연수 
강사, 초등임용고사 영어 수업 실연 
면접관, 초등영어 심화과정 
출제/심사위원

총 1,000시간 이상: 특활 영어지도 교사연수 
(120), 초등영어 교사 국외 현장연수 
(캐나다, 4주), 초등영어 교과 지도를 위한 
교사연수 (120), 초등 영어회화 심화 과정 
(120),
초등영어 교사 대학 위탁 직무연수 (120), 
영국문화원 케임브리지 ICELT과정 (150)

B
교사

40대 초반
18년 경력
9년 영어지도
(전담14, 담임6)
TEE-Master, 
석사

영어과 수석교사, 영어과 수업 방법 
개선 교사, 영어 교과서 집필, 
영어교육 자료 개발 및 집필, 교육청 
컨설팅 지원단, 영어전문학습 공동체, 
초등임용고사 영어 수업 실연 면접관, 
교육청 영어 연수 강사, TEE-A 
심사위원, 영어교육 수상 

총 1,100시간 이상: 초등영어 심화 과정 
(120), 초등영어 심화연수 (660), TEE 
전문가 과정 연수 (60), TEE-M 국외연수 
(캐나다, 1개월), 초등 원어민과 함께하는 
고급 영어회화 직무연수 (60), 초등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 영어 쓰기 능력 
개발 과정 직무연수 (30)

C
교사

40대 초반
16년 경력
8년 영어지도
(전담8)
TEE-Master
석사

교육청 영어 캠프교재 개발, 교육청 
온라인 영어 영재 에세이 학급 지도 
교사, 초등임용고사  영어 수업 실연 
면접관, TEE-A 심사위원, 교생실습 
협력 학교 지도 교사

총 1,500시간 이상: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대학 위탁연수 (120), 초등영어 연수 
거점학교 영어회화 직무연수 (90),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합숙연수  (165)
초등영어 심화연수 (925), 초중등 영어 교사 
TOT(Trainer of Teachers) 연수 (60)

D
교사

30대 후반
16년 경력
14년 영어지도
(전담7, 담임7)
TEE-Master 
석사 재학

교육청 영어 교육자료 개발, 교육청 
컨설팅 지원단, 영어전문학습 공동체 
리더 교사, 초등임용고사 영어 수업 
실연 면접관, TEE-A 심사위원, 
영어교육 수상 (원어민 협력 수업 
영상 공모전)

총 1,500시간 이상: 초등영어회화 합숙연수 
(160), 초등 영어회화 대학 위탁연수 (160), 
초등영어 교사 심화연수 (787), TEE-A 
플러스 역량 강화 연수 (30), 초중등 영어 
교사 TEE TOT 연수 (48) 

네 교사는 TEE 인증, 영어과 수석교사, 영어교육 관련 석사학위 취득, 영어수업 개선 교사, 영
어교육 컨설팅단, 교과서 집필 등 영어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이력을 지녔다. A교사와 B교사는 영
어과 수석교사이자 교사교육가이다. C교사와 D교사는 연령대는 다르나 교직 경력이 유사하며 오
랜 기간 영어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해 왔다. C교사는 영어거점학교 근무 이력을 지니고 있
으며, D교사는 소규모 학교 근무 이력을 지니고 있다. 네 교사의 교육청 주관 직무연수 이수 시수
는 1,000시간 이상으로 다양한 교사연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A교사는 교육청 주관 심화연
수 개설 이전에 6개월간 S대 TESOL 과정 자율연수를 실시하였고, B, C, D교사는 교육청 주관 6
개월 심화연수에 참여하였다.

둘째, 포커스 그룹 면담에 교사 여섯 명이 참여하였다. 영어 연수의 유용성 요인과 연수 관련 
요구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더 많은 교사들의 사례가 필요하였다. 아울러 코로나 19 사태 이후 
교사연수가 집합연수에서 원격연수로 변화되면서 비대면 원격 영어 연수 경험자가 필요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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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영어지도 경력과 영어교육 전문성이 높은 교사 중 원격 영어 연수 이수 경험이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영어교육 및 영어 연수 이력 등 배경 
정보와 영어교육 전문성 관련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포커스 그룹 면담 연구 참여자 배경 정보

연구에 참여한 여섯 명의 교사는 서울시 교육청 관내 동일한 교육지원청에서 영어과 전문학습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배움을 이어온 교사들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30대 후반∼60대 
초반, 교직 경력은 15년∼41년, 영어지도 경력은 8년∼19년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교직 경
력은 약 25년이며 평균 영어지도 경력은 약 12년으로 교직 경력의 과반수에 근접한 영어지도 경
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교육청 주관 직무연수 이수 시수는 평균 1,000시간 이상으로 영어지도 
이력과 영어 연수 경험이 다양하고 풍부한 교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연구 참여자 여섯 명 중 다섯 

경력 영어교육 이력 주요 영어 연수 이수 이력(시간)

E
교사

60대 초반
41년 경력
19년 영어지도
(전담14, 담임5)
TEE-M, 석사

영어과 수석교사, 영어과 수업 방법
개선 교사, 영어과 전문학습 공동체 
리더 교사, 교육청 영어 연수 강사, 
초등임용고사 영어 수업 실연 면접관

총 1,000시간 이상: 특활영어 연수 (120), 
TTI English Action (60), 영어 교사 
국외현장 연수 (120), 영어 심화연수 
(6개월), TEE 연수 (60) 

F
교사

50대 중반
31년 경력
15년 영어지도
(전담14, 담임1)
TEE-M, 석사

영어드라마 페스티발 지도교사 수상, 
교육부 장관상 수상, 교육청 컨설팅  
지원단, 영어과 전문학습 공동체 리더 
교사, 초등임용고사 영어 수업 실연 
면접관, TEE-A 심사위원

총 1,000시간 이상: 영어 지도교사 일반연수 
(120), 영어 지도교사(심화과정) (120)
영어회화 심화과정 (120), 영어 교사 대학 
위탁 직무연수 (120), 영어 교사 단기 
합숙연수 (90), 영어 교사 심화연수 (770)

G
교사

40대 후반
21년 경력
8년 영어지도
(전담6, 담임2)
TEE-M, 석사수료

영어드라마 페스티발 지도교사 수상, 
교육청 연수 강사, 교육청 영어캠프 
교재개발, 영어과 전문학습 공동체, 
TEE-A 심사위원
초등임용고사 영어 수업 실연 면접관

총 1,000시간 이상: 영어 교사 
전문학습공동체 직무연수 (30), 영어 교사 
심화연수 (770), 영어 교사 TOT 직무연수 
(60), 영어 교사 수업 방법 개선 연수 (90), 
영어 교사 회화 과정 (90)

H
교사

40대 초반
19년 경력
8년 영어지도
(전담4, 담임4)
TEE-M, 석사

영어 드라마 페스티발 지도 교사 
수상, 교육청 영어캠프 지도 교사
수상, 교육청 컨설팅 지원단, 영어과 
전문학습공동체, Connecting 
Classrooms 운영

총 1,000시간 이상: 영어 교사 영어회화 
합숙연수 (160), 영어 지도교사 수업 방법 
개선 연수 (90), 영어 수업능력평가 (TPT) 
(30), 초등영어 담당교사 TOT 연수 (60)

I
교사

40대 중반
22년 경력
12년 
영어지도(전담)
TEE-M, 석사

영어과 전문학습공동체 리더 교사, 
초등교원임용고사 영어 수업 실연
면접관

총 1,000시간 이상: 영어회화 합숙연수 
(154),  대학위탁 직무연수 (120), 영어 교사 
합숙연수 (165), 영어 심화연수 (6개월), 
영어 합숙 직무연수, 교육청 학비 지원 
어학원 자율연수 (3개월)

J
교사

30대 후반
15년 경력
9년 
영어지도(전담)
TEE-A, 
YL-TESOL, 석사 

영어과 전문학습공동체, 교육청
영어캠프 교재 개발

총 1,000시간 이상: 영어 교사 대학 위탁 
직무연수 (120), 영어 교사 심화 합숙연수 
(420), 영어 집중과정 직무연수 (165), 
실용영어 쓰기 능력 향상 지도법 과정 연수 
(60), 영어 능력 함양형 심화연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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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교사가 TEE-M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J교사는 TEE-A 자격 취득 후, TEE 인증제 폐지로 
TEE-M 인증을 취득할 수 없었다. E교사는 영어과 수석교사로서 지역교육청에서 교사교육가로서 
교사연수를 담당하였으며 영어과 교원학습공동체 리더교사 및 영어교육 컨설팅단으로 활동한 영
어교육 전문가로 연구 참여 당시 정년퇴직을 한 상태였다.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전공
한 교사는 E교사와 G교사이다. F, I, J 교사는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타 교과목을 전공하였으며 
영어 지도 입문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반면, H교사는 대학 학부 과정에서 초등영어와 중
등영어를 모두 전공하였으며 대학원 비영어 교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 교사
들은 심층 면담 참여 교사와 유사한 영어 연수 경험을 지니고 있었으나 대외적 영어교육 활동 면
에서는 교사 간의 편차가 존재하였다. 

3.2. 자료 수집 방법 및 자료 분석 방법

심층 면담은 초등영어 교사 네 명을 대상으로 영어과 교사연수에 대한 교사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 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기반으로 한 사례 연구 형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된 연구자료는 서신 면담 기록과 내러티브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과 
배경 정보를 고려하여 면담의 형태와 시기, 횟수, 장소를 정하고 연구 과정과 절차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사전에 일정과 방법을 조율하여 연구자가 면
담 대상자의 학교를 방문해 면담하였다. 대면 면담이 어려울 경우, 면담 대상자와 협의하여 전화
와 이메일,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등을 활용하였다. 

면담 횟수는 Seidman(2009)의 ‘세 번의 면담 구조’를 따르되, 면담 진행 상황과 맥락에 따라 
횟수를 증감하였다. 면담은 1회 당 약 60분 내외, 연구 참여자 당 약 1회의 서신 면담을 포함하
여 총 3∼4회의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흐름은 전화나 SNS를 통한 사전 인사와 연구자 
소개 및 연구 취지 안내, 연구 참여동의서 제공 및 수합, 사전정보지 제공 및 1회의 서신 면담, 2
∼3회의 대면 또는 비대면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연수의 유용성 인식 및 요구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영어교육 전문성이 높은 영어 교사 여섯 명
을 추가로 선정하여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총 2회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1차 면담은 
연수 이력 및 경험 등에 관한 서신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2차 면담은 90분 가량의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구 주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매회 면담이 종료된 후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면담한 내용을 반복
적으로 듣고 전사한 내용을 사고 단위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의도와 생각
을 파악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코딩 작업을 통해 분석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8)의 3단계 
코딩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Miles와 Huberman(1994)의 반복 읽기 기법을 사용하여 유사 개념을 
같은 주제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체계화하고 범주화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방
법의 과정과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의 다각화
(triangulation), 연구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동료 연구자 검토(peer debriefing)를 실시
하였다(Creswel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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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영어과 교사연수에 대한 초등영어 교사의 경험

심층 면담 대상자인 초등영어 교사 네 명의 연수 지원 동기 및 연수 경험에는 교사별로 다양성
이 존재했다. 내외적 연수 동기, 긍정적·부정적 연수 경험, 연수로 인한 인식 및 변화를 요약한 결
과는 표 4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을 이어서 다루고자 한다.

표 4. 네 교사의 영어과 교사연수에 대한 경험 및 인식 
A교사 B교사 C교사 D교사

연수
동기

내적
⋅영어 필요성 자각
⋅영어전문가로서의 

교사상 기대 및 
차별화

⋅영어교과전담교사로서
의 부담감

⋅영어교육 
전문가로서의 인정 
욕구

⋅심화연수에 대한 
기대와 열망

⋅영어 지도 역량의 
필요성 인식

⋅교수법 향상에 대한 
갈증과 열망

⋅재미와 의미 및 관계 
지향성

외적
⋅정규 교과로 

초등영어 교과 도입 
및 다양한 연수 기회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 
및 관리자 지원

⋅영어거점학교 맥락 
및 동료 교사의 영향

⋅지속적 영어전담기회 
및 멘토 교사와의 
만남과 멘토링

연수
경험

긍정적
⋅동료 교사의 자극을 

통한 배움과 성장
⋅직무·자율연수로 수업 

안목 및 전문성 향상

⋅교수 능력 및 자신감 
향상

⋅문화 체험과 영어 
사용의 즐거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극복

⋅문화 교육의 중요성 
인식

⋅수업 적용으로 
재미와 의미 발견

⋅만남을 통한 성장

부정적
⋅연수교사로의 부정적 

경험 부재
⋅교사 교육가로서 

관찰한 연수 교사의 
참여 태도

⋅수준보다 낮은 반 
배정으로 배움 미흡

⋅단기연수 프로그램 
관련 불만족

⋅문화 충격
⋅해외 연수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어려움 경험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

⋅연수 프로그램의 
강사에 대한 불만족

인식 및 
변화

⋅영어 교사의 사명감 
증진

⋅교수법의 변화
⋅영어 수업 자신감
⋅영어 사용의 즐거움 

인식
⋅문화 교육의 중요성 

인식 및 문화 교육 
연구

⋅원어민 교사 관련 
인식 변화

⋅영어교육 철학 및 
수업 방법의 변화

⋅수업에 대한 성찰

4.1.1 A교사: ‘나는 영어 교사다!’

A교사는 생애 첫 해외 여행에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과 불편함을 경험하여 영어 학습의 강한 동
기가 유발되었고, 이는 영어 연수 동기로 연결되었으며, 정규 교과로 영어 교과가 도입되면서 다른 
교사와 차별화된 영어교육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하면서 연수에 매진하게 되었다. 특활영어 지도교사 
연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직무 및 자율연수를 통해 영어 전문성을 신장시켜 왔다. 동교 교사와의 
협력 및 동료 교사가 주는 긍정적인 자극으로 인해 연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부정적인 
연수경험은 거의 없었는데, 교사교육가로서 관찰한 연수교사의 참여 태도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발견
한 경험이 있었다. A교사의 연수에 대한 인식은 교사에의 투자가 곧 영어교육에의 투자이며,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연수를 받았다면 아이들 교육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연수를 통해 
영어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발전하게 되었고 영어교육의 철학과 수업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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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 연수에 제가 간 이유는 나. 개인을 위해서, 개인이 간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 
나한테 투자했다는 건 결국 영어교육에 투자를 하는 건데 ... 내가 투자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그래서 저는 연수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결국은 지금도 아이들에게 다 가고 있다고 ... 저는 
생각을 해요. (A교사, 2차 면담, 20. 11. 19)

4.1.2 B교사: ‘영어는 즐거운 것!’ 

B교사는 영어전담교사로서 수업에 부담감을 느끼고 영어교육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6개월 심화연수에 참여하여 교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영어 교수 동기가 향상되었다. 
또한, TEE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심화연수생에게 정책적으로 TEE-A 인증 응시를 장려하는 분
위기가 조성되었고 학교 관리자가 연수를 적극 허가하였으며, 이는 B교사에게 TEE-M 인증에 도
전하는 강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후, B교사는 TEE-M 인증 교사에게 주어지는 국외 연수를 통
해 문화체험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영어를 사용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학생들
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연수 경험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수준보다 낮은 반에 배정되면서 배움
이 미흡했고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족한 경험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각종 연수를 통해 B
교사는 영어 수업에 자신감이 생겼고 영어 사용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심화연수와 TEE-M이랑 해외연수 다녀오면서 영어 수업에 자신감이 붙고 제가 좋아하는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하고 싶었던 거죠. 학교 상황으로 영어 교과 할 사람이 마땅
치 않아서 제가 할 수 있기도 하고. (B교사, 2차 심층 면담, 20. 12. 4)

4.1.3 C교사: ‘문화는 정말 중요해!’ 

 C교사는 영어거점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며 지도 역량에 부족함을 느끼던 중, 주변의 우수 영
어 교사들의 권유로 6개월 심화연수에 지원하게 되었다. 심화연수 신청 자격요건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영어 연수 이수 이력과 영어전담 경력이 필요했으므로 심화연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동
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다양한 영어 연수를 받기 시작했다. 6개월 심화연수에서 3개월 해외연수가 
교사로서의 삶에 전환점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점은 좋았으나, 
문화 충격을 경험하였고 사대주의, 동양인에 대한 서양인의 시선, 사고방식의 차이 등을 경험한 
연수로 회상하였다. 연수를 통해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행하였으며,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시선도 긍정적이고 협력적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애들한테 할 얘기가 많죠. 영어 이외에도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 외국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 
... 내가 연수에서 찍어온 사진도 에피소드도 많으니까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건 이렇고 이 때
는 이런 것도 해.’ ... 거기서 가지고 온 자료로 애들이랑 활동을 해보기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 문화수업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해요. 할로윈, 땡스기빙데이도 하고 퀴즈 내기도 
해요. ... ‘선생님이 갔다 온 나라에 대해서 퀴즈 한번 해볼까?’ 하면서 교육과정에 끼워넣으려
고 했죠. (C교사, 2차 심층 면담, 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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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D교사: ‘만남과 성장 그리고 재미와 의미’

 D교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며 영어 교과를 지속적으로 맡게 되었다. 영어수업을 잘 
하고 싶은 마음과 교수법 향상에 대한 갈증이 컸기에 영어 연수를 적극적으로 받게 되었다. 또한, 
교육청 컨설팅을 통한 멘토교사와의 만남과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어 연수 동기와 교수 
동기가 향상되며 영어 교사로서 성장하였다. D교사는 4주간의 영어회화 합숙연수를 통해 영어를 
지도하고 싶다고 느꼈다. 영어지도 3년차 되던 해에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향상되었으나 교수법
과 영어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자 6개월 심화연수를 받게 되었다. 나아가 영어회화 능력함
양과 교수법 향상 연수를 매해 꾸준히 이수해 오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에 대해 불만족했
던 연수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수를 통한 배움과 적용과 성찰의 과정에서 재미와 의미를 발견
하고 지속적으로 교수동기와 전문성을 향상시켜 왔다. D교사는 6개월 심화연수를 통해 수업을 보
는 관점, 교육철학 및 수업방법이 변화하면서 실제 수업 실행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인식하였다. 

전에는 게임 위주 수업이었고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협동학습 위주의 심화연수를 받으며 학생
으로서 경험을 했고, 프로젝트 수업과 과업 활동을 제대로 배웠어요. ... 전에는 차시별 분절
된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수업이 다 연결되고 아이들도 흐름을 타고 수업에 몰입하고 ...  최
종 과업을 먼저 생각하고 듣·말·읽·쓰가 연결되면서 수업 재구성이 되고 수업을 제대로 바라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D교사, 2차 심층 면담, 20. 11. 6)

4.1.5 네 명의 초등영어 교사의 연수 경험 및 인식 

네 명의 교사들의 영어 연수 참여 동기는 다양하였으며 연수 경험 및 인식 또한 개인 간 차이
가 있었다. 교사 개인의 교직 경력, 연수 참여 동기 및 자발성, 영어 연수 이력, 영어 수업 지도 
여부, 소속 학교 분위기, 강사진 역량, 해당 연수 사례 맥락 및 연수교사 간 상호작용 등 여러 맥
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적 영어 직무연수 이수를 통한 지속적 전문성 발달이다. 연수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수 동기와 영어수업의 전문성을 발달시켜 왔다. 또한 네 교사는 영어지도에서 겪는 어려움과 난
관을 단계적 영어 이수를 통해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보완해 왔다. 영어회화 연수, 영어수업 개선
교사 연수, 영어 심화연수 등 필요와 목적에 맞게 단계적으로 연수를 이수하며 전문성 함양을 위
해 노력해 왔다.

둘째, 자발성에 근거한 자율연수를 통한 지속적 전문성 발달이다. 직무연수 외에도 영어 독학, 
어학원 수강, 대학교 6개월 TESOL 과정 이수, 해외 유학, 대학원 영어과 학위 취득 등의 적극적
인 자율연수를 통해 영어 교과 지식과 교수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자율연
수 참여 동기는 학교 맥락, 개인 학습 동기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연수를 실행에 옮기고 지속하
게 하는 중요 요인은 배움에 대한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인하였다.

셋째, 연수 내용의 수업 적용을 통한 배움과 성장이다. 즉, 교사들은 연수에서의 배움을 교실 수업
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배움과 성장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수업에의 
적용 및 반성적 사고 과정은 각 교사에게 내재화되어 고유한 영어교육 철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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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실 맥락에 맞는 교수법 구안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연수를 통한 영어교육 전문가로서의 성장 및 역량 강화이다. 교사들은 다양한 연수 경험 

및 교수실행에서의 내재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달시켜왔다. 그 결과, 교사들은 교
사학습자에 머무르지 않고 교사 연구자 및 교재 개발자로서, 더 나아가 교사 교육가로서 역량을 
확대하여 초등영어 공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영어 연수들 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안목과 역량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4.2. 영어과 교사연수의 유용성 정도를 인식하는 요인

심층 면담 교사 네 명과 포커스 그룹 면담 교사 여섯 명의 면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영어 교사
들이 유용하다고 인식한 연수에는 유사한 경향성과 공통되는 요인이 존재하였다. 반면, 유사한 형
태의 연수에 대해 교사들 간의 만족도가 다른 이유로는 교사 개인의 요인과 당시 교사가 속한 학
교 맥락 및 영어교육 정책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1 영어과 교사연수 요인

초등영어 교사들이 영어 교수동기 향상 및 영어교육 전문성 함양에 유용하다고 인식한 영어 연
수의 특성과 주된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 5와 같다. 

표 5. 영어과 교사연수 요인
요인 세부요인 내용

강의방식  참여형 상향식(bottom up), 프로슈머(Prosumer: Producer+Consumer)형 연수  
체험형 프로젝트형, 과업수행형, 협력 수업

교육과정 목적·커리큘럼 영어회화, 영어교수법, 수업코칭, 일대일 컨설팅, 특정 주제 심층 강의
강사진
지도 역량

영어교육
전문성

풍부한 교수 경험, 초등영어교육 경험, 강의 내용의 전문성과 체계성, 지도안 
작성법, 수업 관찰·분석 역량, 교수법 지도 역량(모델링과 참여형 수업 지도 
역량),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연수 관련 플랫폼 활용 역량 

동료 교사 상호 협력과 배움 영어교육 전문성과 열정, 수업협력, 수업나눔, 정보 교환, 영어전담교사 간 
정서적 유대감과 공감대 형성, 협력, 정서적 지지, 선의의 경쟁

연수 유형 교원연수 연수 기관 중심(직무연수, 특별/국외 연수), 단위 학교 중심(컨설팅 장학), 
지역교육청 주관(워크샵, 교원학습공동체)

자율연수 영어능력 함양을 위한 자율연수
대면 방식

대면 출퇴근형, 합숙형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블렌디드 대면과 비대면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연수 환경 영어몰입환경 합숙형, 출퇴근형, 국외 연수        

연수 기간
15시간 미만 
단기 연수

최신 영어교육 트렌드 습득, 수업기술 관련 기초 연수, 특정 수업 스킬 습득, 
수업 활용 가능한 수업 자료 수집

1개월 연수 단기 집중 역량 향상 연수
6개월 심화연수 기관/대학 위탁(국내5개월+국외1개월, 국내3개월+국외3개월, 국내6개월)

첫째, 강의방식에서 교사들은 상향식 연수, 프로슈머형 연수와 같은 참여형 연수를 선호하였다. 
또한, 교사가 학생의 역할이 되어 프로젝트 및 협력 수업에 참여하고 과업 중심 수업을 체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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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연수가 유용했다고 응답하였다. 

합숙연수 과정에서 학생들이 영어캠프에 참여할 만한 실제 프로그램에 우리가 학생의 입장이 
되어 참여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기억에도 남고 그 아이디어가 지금도 수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되요. (H교사, 2차 포커스 그룹 면담, 21. 1. 22)

둘째, 목적 및 커리큘럼에 대해 영어 능력과 교수법이 고루 반영된 프로그램이 가장 이상적이라
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원어민 영어회화, 영어교수법, 지도안 작성법, 수업 코칭, 일대일 컨설팅, 
한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교육 내용을 지닌 커리큘럼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1개월 합숙 연수, 1개월 대학위탁 연수, 6개월 심화연수, ICELT 연수, 
일대일 컨설팅, 교육청 코칭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6개월 심화연수는 영어회화와 교
수법이 적절히 분배된 커리큘럼 구성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영어 연수가 영어 능력과 TEE 교수법이 적절히 섞여 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
요. ... 6개월 심화연수였던 거 같고 ‘아, 내가 영어과 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다보니 
나도 이런 영어수업을 보는 눈이 생겼구나.’ 하는 ...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다른 수업을 보는 
눈 아니면 내가 영어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 그 다음 해에 바로 영어전담
교사를 지원했어요. (I교사, 포커스 그룹 면담, 21. 1. 22)

셋째, 강사진의 역량을 매우 강조하였는데 강사진의 영어교육 전문성과 초등영어교육 현장에 대
한 이해, 교수법 시연 능력과 지도 역량, 영어수업 분석 및 코칭 역량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실시간 쌍방향 연수를 위한 플랫폼 활용 역량 
또한 강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무엇보다 강사가 너무 좋았어요. 강사가 저희를 ... 지도하는 모습이 정말 그 자체부터가 되게 
좋았거든요.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하는 어떤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할
까요. (F교사, 포커스 그룹 면담, 21. 1. 22)

넷째, 연수에 참여한 동료 교사 요인도 중요시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동료 교사의 영어교육 전
문성과 열정, 연수 분위기에 영향과 자극을 받고 연수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영어
교육에의 정보를 교환하며 도움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학습하는 구성원의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침.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의 조언과 사라져가
던 의지를 꺼내 활활 태워주던 동료 선생님들의 열정이 연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줌. (G
교사, 1차 서신 면담, 21. 1. 22.)

다섯째, 연수유형에서 국외 연수나 6개월 심화연수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직
무연수 유형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매우 다양하여 공통된 경향성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 단,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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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직무연수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외에 단위학교 중심의 1:1 컨설팅 장학과 지역
교육청 주관의 워크숍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였다.

여섯째, 대면 방식 측면을 보면, 교사들은 교수법 연수나 체험이 필요한 커리큘럼에는 대면 연
수가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영어회화 능력 함양형 연수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때 만족도가 높았으며, 강사진의 플랫폼 활용 능숙도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한
편, 코로나 19와 같은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온·오프라인 연수의 장단점을 잘 살린다면 블렌
디드 연수도 만족스러울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연수 환경 면에서 합숙형 연수, 출퇴근형 연수, 
국외 연수 등 집중적인 영어몰입환경 제공이 듣기와 말하기 등 영어 실력 향상 기회를 제공한 것
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연수 기간 면에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영어교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6
개월 심화연수가 매우 유용하다고 인식하였다. 

단기연수이고 원하는 주제라 듣긴 했는데, 화면 띄워 놓고 얼굴은 꺼 놓고 제 일 하면서 자료
만 받아 간 거예요. 오프라인 연수도 단기로 하루 갔다 오는 건 연수자료만 받아서 필요한 것
만 갖다 쓰잖아요 ... 그 때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냥 이름만 출석체크하고 .... 일방적
인 강의만 하시고 ...  관심 있는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데 확실히 대면보다는 집중력이 떨어
지기는 해요. (J교사, 2차 포커스 그룹 면담, 21. 1. 22)

4.2.2 교사 개인 요인

동일한 커리큘럼과 교수진, 연수생, 연수시간, 연수 환경 등의 조건 하에 연수 참여 교사 간 만
족도와 연수의 유용성 정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교사 개인이 지닌 개별적 요인
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과 같이 연수 참여의 자발성 여부, 전문성 함양을 위한 부단한 
노력, 영어 교과에 대한 선호도, 영어교육 경력 등과 같은 교사가 지닌 개인 요인이 영어 연수에
의 만족도 및 유용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교사 개인 요인
분류 요인 세부 요인

연수참여의 자발성 연수 참여 동기 영어 및 교수 능력 향상, 영어권 문화 체험
전문성 함양 노력

수업에의 적용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교실 수업에 적용
수업 성찰 교실 수업 적용 결과 분석, 일지 기록을 통한 성찰
교수법의 내재화 적용-성찰 과정으로 교수 기술 형성 및 내재화

영어에 대한 인식
영어 교과 선호도 영어 사용의 즐거움, 영어 교과 선호도
영어 문화권 관심/흥미 영어권 문화에 대한 흥미
영어에 대한 자신감 영어 사용 능력에 대한 자신감

영어교육 경력

영어교육 입문기 
(영어지도 5년 미만)

15시간 이내 기초연수, 수업 기술(skills)에 대한 단편적인 
연수, 교수·학습자료 배포 및 활용을 위한 연수, 영어 회화 
능력 함양형, 영어 교수 능력 함양형

영어교육 성장기
(영어지도 5년∼10년)

영어회화 능력, 영어 교수 능력 함양형, 1개월 집중 연수, 
6개월 심화연수 관심, 직무연수와 자율연수의 병행

영어교육 발전 심화기 
(영어지도 10년 이상)

심화연수에 지속적 관심, 반성적 사고와 성찰 노력 증대, 
교수법과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
영어 수업 개선 노력, 교사 교육가로서 역량 함양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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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사들은 연수 참여 당시 교사의 자발성에 의한 참여 동기가 연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특히, 해당 교사연수가 지향하는 공식적 목적과 교사 개인의 연수 목적이 일치하였
을 때 해당 연수를 유용하게 인식하였다. 

둘째, 영어 연수 이수 후, 교사 개인의 수업 적용과 성찰 과정이 해당 연수의 유용성 정도 인식
에 영향을 미쳤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B교사와 D교사는 연수 이후 수업 적용과 성찰 과정에서 
자신의 교수법 기술을 형성하고 내재화하며 해당 연수가 유용했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영어 교사 개인적인 영어 교과 선호도, 영어 문화권에 대한 흥미,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
감이 연수의 유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영어교육경력이 교사연수의 유용성 정도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 대체로 교육 경력이 높아
지고 전문성이 함양됨에 따라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연수를 더 선호하였다. 영어교육 성장기 
및 발전기를 거쳐 심화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인의 동기와 필요에 따라 직무연수 이외에 특별연
수나 자율연수를 통해 심층적인 내용의 연수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아가 심화연수 이수나 
학위취득을 마친 교사의 경우, 직무연수에 몰입하기보다는 반성적 사고와 성찰, 수업 개선 노력, 
부단한 연찬을 통한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 학교 맥락 및 영어교육 정책 요인

교사연수의 유용성 정도 인식에 표 7의 학교 맥락 및 영어교육 정책도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
났다. 교사연수의 유용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맥락으로는 전문성 발달 기회 유무, 영어전
담교사에 대한 관리자와 학교 구성원의 인식, 영어전담교사에 대한 처우가 있었다. 심화연수 이수 
후 향상된 교수 동기와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영어 지도 기회 유무는 교사들의 영어 연수 유용
성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수를 이수하고자 하거나 연수를 이수하고 영어를 지도하려는 
교사들에 대한 학교 관리자 및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은 교사들의 향후 연수 지원 동기 및 연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7. 학교 맥락 및 영어교육 정책 요인
분류 요인 세부 요인

학교 맥락
전문성 발달 기회 유무 영어 지도 기회 유무, 연수 성과 일반화 기회 유무
영어 연수에 대한 인식 영어 연수 참여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영어전담교사에 대한 처우 소외감 및 고립감, 과도한 업무, 낮은 성과 상여금

영어교육 
정책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 TEE 강화 정책, 영어 연수의 기회 확대
영어 교사에 대한 지원 심화연수 이수 교사로 인력풀 구성, 국외 연수 참여 기회 부여

영어교육 정책 요인에는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 영어 교사에 대한 지원이 있다. 영어교육 활성
화 정책과 관련하여 연수를 이수한 교사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영어 교사의 연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가령, 심화연수 이수 후 TEE를 활성화하고 학교에 적용하려는 교사의 노력과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이 병행되었을 경우, 해당 교사의 연수 만족 요인 및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양질의 영어 연수 기회 확대 역시 영어 지도 교사에게 영어 연
수에 대한 유용성을 높이는 요인이자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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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양질의 교사연수와 교사 개인 요인 및 학교 맥락 요인이 상호보완적으
로 충족되고 영어교육 정책이 적절하게 지원되었을 때, 영어 연수를 통한 교사 전문성 발달이 더
욱 촉진되고 이는 학생들의 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4.3. 영어과 교사연수에 대한 초등영어 교사의 요구 사항

교사들은 연수에 대한 요구 사항과 더불어 단위 학교 맥락 및 현행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요약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교사연수에 대한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세부 요구 사항
연수 
프로
그램

양과 질 관리 연수의 양·질적 확대
체계적인 연수 설계 연수 체계 구축, 1년 주기로 반복되는 연수 시스템 구축
맞춤형 커리큘럼 영어교육 경력별, 연수 수요자 맞춤형 커리큘럼 구축
참여/체험 기반 프로그램 참여·체험 기반 연수 확대, 상향식·프로슈머(prosumer)형 연수
연수 형태의 다양화 대면 연수, 비대면 원격 연수, 혼합형(blended) 연수

단위
학교 
맥락

전문성 발달 기회 부여 영어 연수 참여, 연수 후 영어지도, 연수 성과 일반화 기회 부여
영어전담교사 관련 인식 개선 영어 교과의 고유 특성 이해, 영어전담교사에 대한 인식 전환, 성과 

상여금과 인사상 불이익 개선 필요

영어
교육
정책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 영어교육에의 관심 및 정책적 지원, TEE-M 인력 활용한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연수 기회 확대와 예산 지원 영어 연수 기회 확대 및 연수 예산 확보
우수 영어 교사에 대한 지원 우수 영어 교사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정책적 지원 보상 방안, 

인센티브 연수 필요

4.3.1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첫째, 연수의 양과 질 관리에 관한 요구이다. 교사들은 연
수의 양이 절대적으로 줄어 연수 기회가 감소하였기에 연수 기회가 증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교
사들은 15시간 단기 위주의 현 영어 연수 프로그램에서 30시간 연수, 60시간 연수, 1개월 연수 
등 연수의 종류와 양을 증대할 필요가 있고, 6개월 심화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연수
의 양 이외에 심도 있는 연수 내용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프로그램이 좋을 경우 선생님들이 늦은 시간에도 와서 배우거든요. 중도 탈락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기억해요. 이렇게 ‘조금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짜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고. 또, ‘연수에서 배운 것이 실질적으로 수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
런 생각이 들어요(A교사, 3차 심층 면담, 20. 12. 23).  

둘째, 체계적인 연수 체계 설계 관련 요구이다. 교사들은 연수 계획 시 영어교육 철학에 맞는 
큰 방향 설정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 계획과 실행을 바라고 있었다.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
되는 연수 체계 구축을 요구하였다. 영어지도 입문기 교사연수의 경우, ‘준비-실행-발전’ 단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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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년 단위 연수체계가 반복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였다.

1년 단위로 계속 반복적으로 (연수가 시행되서) 영어 교과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
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 1년짜리 커리큘럼이 늘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 저
는 그런 생각을 해요. (B교사,  2차 심층 면담, 20. 12. 4.)

셋째, 맞춤형 커리큘럼이다. 교사들은 생애 단계별 연수 관점에 기반한 영어지도 경력별 맞춤형 
연수 설계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현재 개설된 연수가 주로 영어입문 교사를 위한 연
수인 관계로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 측면에서 고경력 영어 교사들의 수요에 맞는 영어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수기관 중심의 직무연수 외에 영어과 전문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간의 교
류나 자율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예산이 줄면서 연수가 다 없어져 버려 ...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꾸준히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건데 .... 연수의 기회가 전혀 없어져 버리니까 계
속 번아웃되는 거죠. (I교사, 2차 포커스 그룹 면담, 2021. 1. 22)

넷째, 참여와 체험 중심 기반 프로그램 운영이다.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
공받고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수업 실행을 강화한 연수가 개설되
기를 기대하였다.

심화연수 프랙티컴 20분 동안 내 수업을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잖아요. ...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겠구
나’ 하는 구체성이 더 돋보여서 발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할까요? 이런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I교사, 2차 포커스 그룹 면담, 2021. 1. 22)

다섯째, 연수 형태의 다양화이다. 초등영어 교사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연수 형태와 방법
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연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실시간 쌍방향 연수, 대면 연
수, 혼합형 연수 등 다양한 연수방식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때 연수 커리큘럼 및 참여교사 적정 
인원 등을 고려해 연수 과정에 맞는 최적의 연수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온라인 연수에
서 중요한 점은 우수한 콘텐츠와 강사의 확보라고 보았으며, 교사의 자발적인 연수 참여와 성실한 
태도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연수 성격에 따라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어떤 것은 블렌디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회
화 같은 것은 줌도 좋을 것 같구요, 대신 인원이 적어야 할 것 같아요. ... 그리고 교수법 연
수는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선생님들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배
울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G교사, 2차 포커스 그룹 면담, 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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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단위 학교에 대한 요구 사항

단위 학교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전문성 발달의 기회 부여이다. 교사가 전문성 함양을 
위해 연수를 신청할 때 적극 지원하는 허용적인 분위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관리자와 교
사들이 연수를 전문성 발달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영어교육의 질 관리와 수업 능력 향상을 위
해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교별 교과전담교사 배정 시, 영어수업 전문성이 뛰
어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영어 연수를 이수한 교사에게 영어전담교사 기회를 주는 등 학교 내 인
사에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연수 받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학교 상황이랑 ...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잖아요. 시간이 잘 확보되는 환경이 운이 좋으면 좋겠는데, 안 좋
은 경우에는 (연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 그런 환경 확보는 연수 시작할 때 선생님들한
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D교사, 3차 심층 면담, 20. 12. 30)

둘째, 영어전담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영어 교과의 특성으로 인한 부담감 및 교과전담교사
로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수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주기를 바라며, 연수에 적극적인 교사를 학교 업무 기피 교사로 인
식하는 등의 편견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사들은 초등학교 시스템이나 단위 학교 맥
락에서 영어전담교사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학교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였다. 또한, 원어민 관리 업무, 방학 중 영어캠프 계획 및 운영 등과 같은 영어 교과 고유의 업무
와 영어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큼에도 영어 교사가 성과급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아 개
선의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열심히 영어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데 성과급,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 ... 이건 정말 고
민하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C교사, 3차 심층 면담, 20. 12. 8)

 4.3.3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요구 사항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이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2010년 전후의 많은 영어 연수 기회와 영어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2020년도 전후로 영어 연수 및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정책 감소에 우려
를 나타냈다. 영어교육의 활성화 및 정책적인 지원은 영어 교사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영어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영어수업의 질 보장을 위
해 TEE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TEE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TEE 관련 연수 기회 확대를 제언하였다. TEE 활성화 정책이 영어 지도 교사들에게는 전문성 함
양을 위한 동기부여 요인이 되므로 지속되기를 기대하였다.

TEE-A나 M 이런 것도 ... 비판도 받기는 하지만 ... 그 제도 자체가 계속 영어 선생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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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하게 하는 유인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수나 영어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D교사, 3차 심층 면담, 20. 12. 30)

둘째, 연수 기회 확대 및 예산 지원이다. 영어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교육에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영어 연수 기회 확대와 영어 예산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수예산을 삭감했다는 거는 ... 수업 개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수업) 개선 의욕을 주
지 않는 거죠. 연수비 늘려서 선생님들에게 전문성 향상 기회를 줘야 해요. 다시 영어 연수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E교사, 2차 포커스 그룹 면담, 21. 01. 22)

셋째, 우수 영어 교사에 대한 지원이다. 교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심화연수 이수 후 역량을 
발휘하고 영어교육에 기여하도록 영어 수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영
어수업 전문성이 높은 심화연수 이수자나 TEE 인증 교사 인력풀을 구축해 인사 이동 시 영어전
담교사가 필요한 학교에 선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교과전담교사로서 소외감, 성과급상 불이
익,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정책적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
들은 영어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오랜 기간 영어를 지도해 온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양질
의 영어 연수에 우선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청에서 영어 연수 이수 선생님들 인력풀을 관리해서 영어전담이 필요한 학교에 영어전공
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수한 영어 교사가 많은 학교에는 영어 교
사를 또 보낼 필요가 없쟎아요. (E교사, 2차 포커스 그룹 면담, 2021. 1. 22)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영어 교사들의 영어과 교사연수에 대한 경험과 교사연수를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요인과 더불어 교사연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분석하였다. 네 명의 우수 초등영어 교사를 심층 면
담하고 여섯 명의 우수 초등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여 질적으로 분석하
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교사연수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은 개인적 요인, 학교 맥락 및 교육정책 요인으
로 다양했으며, 교사의 교육경력, 연수이력, 영어지도 여부, 강사진, 연수 동료 교사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였다. 연수 지원 동기에는 교사 개인의 내적 요인과 학교 맥락이나 영어교육정책이라
는 외적 요인이 어우러졌다. 연수 경험은 교실 수업 적용과 반성적 사고를 통해 내재화되어 개별
적인 영어교육 철학과 교수법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다양한 연수 경험과 교수 실행으로 지
속적으로 전문성을 발달시켜 왔다. 둘째, 초등영어 교사들의 영어과 교사연수의 유용성 정도를 인
식하는 요인은 영어과 교사연수 요인(강의방식, 교육과정, 강사진 지도 역량, 동료교사, 연수유형, 
대면방식, 연수환경, 연수 기간), 교사 개인 요인(연수 참여의 자발성, 전문성 함양 노력, 영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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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영어교육 경력)과 함께 학교 맥락 요인(전문성 발달 기회 유무, 영어 연수에 대한 학
교 구성원의 인식, 영어전담교사에 대한 처우)과 영어교육 정책 요인(영어교육 활성화 정책, 영어 
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영어과 교사연수에 대한 초등영어 교사의 요구 사항
으로는 연수 프로그램(양과 질 관리, 체계적인 연수 설계, 맞춤형 커리큘럼, 참여/체험 기반 프로
그램 운영, 연수 형태의 다양화), 단위 학교 맥락(전문성 발달의 기회 부여, 영어전담교사 관련 
인식 개선), 영어교육 정책(영어교육 활성화 정책, 연수 기회 확대 및 예산 지원, 우수 영어 교사
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교육 전문성이 높고 영어 지도 경력이 높
은 초등영어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부단한 연찬과 영어과 교사연수 이수를 통해 영어 교수 동기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전문성 발달을 이루어왔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교사 스스로의 성찰과 노
력, 영어교육에 대한 학교의 지원 및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이 적절히 반영되었을 때, 교사의 영어 
교수 동기 향상 및 전문성 발달이 극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교사연수의 효과로 영어 능력 및 영어 교수 능력 향상과 교사 전문성 발달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었고, 개선 사항으로 개인적, 기관적, 정책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연수
의 효과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한 선행 연구(이보람 2016, 장경숙 외 2011 등) 결과와 일맥상통한
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이 높은 초등영어 교사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과 포
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여 심층적이고 통시적인 경험과 생각을 이끌어 내면서 진정성 높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요하고 시급하며 적용 가능성이 높은 교사교육 및 
정책적인 제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과 교사연수 및 초등영어교육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
다. 첫째, 영어과 교사연수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초등학교 영어교육 환경과 
교육과정 시수 안에서 양질의 영어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
라서 우수한 영어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영어과 교사연수에 예산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연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영어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지도 입문자가 원하는 영어 
연수의 내용과 영어지도 경험이 풍부한 중견 교사 및 고경력 교사가 원하는 연수의 내용에는 차
이가 있다. 따라서 기관 중심의 획일적인 연수 계획 및 추진보다는 연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
수가 설계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단계별· 수준별 영어 연수 프로그램 체계 구축이 필
요하다. 각자의 영어나 영어교수 능력에 맞게 연수 과정을 선택하고 초급에서 고급 과정까지 체계
적으로 영어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연수 시기 계획 수립은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계획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학교의 상황과 맥락을 알고 연수에 집중
할 수 있는 시기에 연수를 개설한다면 많은 교사들이 적절한 시기에 연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일정한 기간과 수준의 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사에게 영어지도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연수에서의 배움이 학생과의 수업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영
어교육 전문성이 높은 우수한 영어 교사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심화연수 이수자, 
TEE 인증을 취득한 전문성이 높은 영어 교사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영어 공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인책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급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과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전·현직 초등영어 교사 열 명과의 면담을 기반으로 연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고, 연수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요인과 연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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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연구의 발전을 위해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
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연수 경험이 특정 지역 교육청 주관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기반하였
으므로 타 지역 교육청의 연수의 경향 및 교사들의 인식에 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
나 19 이후의 연수 환경 변화를 고려한 비대면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에 따라 심층 면담 3~4회와 포커
스 그룹 면담 2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제 수업 관찰이나 교수 일지 등 추가 자료를 수
집해 분석한다면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수 프로
그램의 유용성 요인과 요구 사항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 모형을 설계하고 적용해 개선하는 일련
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영어교육 지도경력과 영어교육 전문성이 높고 연수 경험이 풍부한 초등영어 교사들
의 영어 연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연구하였다. 또한 영어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유용성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을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영어 교사의 
전문성 발달과 영어과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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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영어(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성인(Tert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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