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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Recycling for Korean ELT

T

here was a time when used materials were all consigned to garbage
dumps and landfills. Beginning sometime in the second half of the

last century, however, people got smart enough to rethink this wasteful
habit and cycle so-called household waste back into a new lease on life.
Thus was born the immensely popular, present-day culture of recycling.

Nahm-Sheik Park

It goes without saying that recycling need not be confined to mate-

President

rial resources. It can come to use 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as well, ELT being a case in
point. Korea boasts an army of “superannuated” ELT-capable people, comprising former ELT
practitioners as well as corporate and government retirees. It also has plenty of English-fluent
stay-at-home moms and internationals to boot. Given their credentials too good to be wasted,
they do deserve a place in Korean ELT.
These “recyclables” can be readily utilized for instructional needs at all of our ELT levels. They
may often have roles to play in teacher training and materials development. They may figure
prominently as resource personnel in ELT consulting. They may even come in handy as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tour guides.
Such recycled resources may be made available either online or off and either on-site or off,
for curricular or extracurricular programs. They would be of great utility to various community,
church and corporate programs in ELT.
For convenience of reference, we may think of recyclable ELT resources as falling into retirees
for ELT (RELT), mothers for ELT (MELT), and foreigners for ELT (FELT). Whatever they are
called, these recycling-worthy groups are so “off-the-shelf” accessible, malleable and, often, sui
generis.
ELT recycling of the sort suggested here makes a lot of sense. It not only is a new asset for
Korean ELT but also offers a welcome resolution for a looming social problem in Korea. Which
is posed by recent surges in un(der)employed ELT-capable manpower that would otherwise go
untapped at everybody’s cost. Thus embracing the idea of ELT recycling appears to be a winwin no-brainer.
Besides, RELT and MELT could come with the added advantage of being relatively economical should their services be volunteered for a lowered fee. Their superior English-language proficiency also can help take productive-skills training in our ELT to a new level. Which, in turn,
can help reduce and eventually break our chronic dependence on native-speaking teachers of
English.
It may very well be that ELT recycling is no longer just an option but an imperative. That is,
if Korean ELT is to get out of its feckless rut and be more productive of good users of English.
Only at its peril can Korean ELT afford to leave the un(der)utilized human resources in question
out in the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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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Column

My Experience of Creating
a Digital English Textbook

L

ast year (2008), I was involved in a digital
English textbook project of the Korean
government, managed by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The project was part of a large project to
create digital textbooks for 5-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ix digital textbooks
were created, and English was one of them.
The project began in January, 2008 and its
output, a digital English textbook, was to
be prepared for use in March, 2008. It was
a very tight schedule. For this project, 20 elementary schools were selected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were provided with network equipment
and hardware (tablet PCs, a big screen interactive TV-type monitor) to use the digital
textbooks in one classroom.

ists, computer programmers, multimedia
production specialists, and a project manager. Moreover, because of the unbelievable
schedule of the project, we could not avoid
overlapping the planning, developing, and
using stages of the project. So, we sometimes encountered expected and unexpected difficulties.
A digital English textbook can be seen as
a type of digital content, which runs with
appropriate hardware and software. Tablet
PCs as hardware were given to the students
of the schools. A Tablet PC, more expensive
than general laptop computers, seemed to
be chosen for its interactive functions such
as touch screen and pen-type input device.
However,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Tablet PCs were more effective. The question could be answered with an analysis of
its interaction between users and content
with software. The software to run the digital textbook of the project was called Digital
Textbook Platform. When students used the
digital textbook, they had to run the platform first. The platform was born through a
series of digital textbook projects of KERIS.

Creating the digital English textbook was
a big complex project. Many professionals
from various fields participated in the project, and diverse equipment and software
were also used because it was an IT-based
multimedia project. Among the participants
were ELT content specialists, instructional
technology specialists, storyboard special4

Youngwoo Kim
Dept. of ELT Materials
Development
youngwookim@igse.ac.kr

However, its functions could not satisfy users. So, while creating the digital textbook
(content), the platform (software to run the
content) was also being developed. Consequently, matching interface between the
digital textbook and its platform was like
aiming at a moving target. The platform can
be seen as a collection of functions for digital
textbooks. So I asked myself a question: Do
we need to create the platform? What about
listing functions for digital textbooks, setting a standard, and using various software
according to the standard for digital textbooks? If the latter type is called an opentype platform, the current digital textbook
platform can be called a closed-type one.

database, and other educational functions.
The content for a digital textbook is bigger
and more complex than a paper-based textbook. In the project I was involved in, the
digital English textbook was created based
on the current elementary English textbook,
so the digital English textbook was similar
to the paper English textbook with added
interactive multimedia materials and network functions. We felt we needed more
creative and effective forms developed for
the digital English textbook.
After finishing the project,
I found that the
result was not
satisfying, and
felt sorry for participants in the project, as well as the teachers and students who were required to use
the digital English textbook. However, I also
found some possibilities and necessities for
developing digital English textbooks. Consequently, I feel that working with digital
English textbooks will be a part of my ELT
professional life.

As a type of digital content, a digital textbook needs to take a certain form for display and for interaction. What form can be
expected? A satisfactory answer does not
seem to be ready. At this time, there is not a
final model for digital textbooks. Therefore,
the form and content of digital textbooks are
controversial. KERIS offered the concept of
a digital textbook as the sum of a paper textbook, dictionaries, multimedia materials,
5

Faculty Column

What does it mean to
be a good language
teacher?

Daniel Thomas

Professor, Dep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daniel@igse.ac.kr

I

n many professions, the results of hard work
are quite tangible and easily quantified.
Doctors treat patients and save lives. Lawyers
prepare cases, briefs and go to trial. Architects
design and build large structures. Buildings
are constructed, patients are cured, and cases
are won or lost. In these professions, success
and failure are relatively immediate and easy
to see. In education, perhaps unfortunately,
we do not enjoy that luxury. The results of our
endeavors are much less concrete, much more
difficult to pin down.
As professionals, we strive continuously to
improve ourselves and our classes. However,
it’s hard to know exactly how we are doing.
Language improvement in our students is difficult to see over the relatively short period
of a year or even two years. Thus, we have
to rely on our instincts about what it means
to be a good teacher. I believe that a good
teacher is someone who makes a positive
impact on the lives of his/her students. This
impact hopefully involves different aspects:
academic, intellectual, and even personal. As
a language teacher myself, I model myself
after two teachers who were very influential
in my life. I’d like to share with you a couple
anecdotes about these two teachers because I
believe both of them were great but for different reasons.

I went to a small rural high school that only
offered two foreign languages: French and
Spanish. I eventually took three years of both
of these languages. The French teacher was
Madame (Mrs.) Hawkins. She was well liked.
Her classes were creative and she always tried
to use as much French with us as possible. By
the third year, we were reading short French
novels and poetry together in class. On a purely academic level, she was truly inspiring. Her
exams were tough and she assigned a lot of
homework but I was happy to do it because
I got the chance to really use the language in
class even at my limited level. She had a true
love for the French language and she was able
somehow to pass that love on to me. For that I
will always be grateful.
During my junior year, however, I went to
speak to Madame Hawkins about the possibility of spending my final year abroad in France
as an exchange student. To my surprise, she
was completely against the idea. While she
had a great love for the language, this love
did not extend to France, the French people
or their culture. Basically, she told me that the
French were dirty, sexual promiscuous and
morally corrupt. Mrs. Hawkins really didn’t
know much about French culture and what
she did know she didn’t like. She felt I would
be much better off staying in the US. To put
6

it mildly, I was surprised but took her advice
and decided to stay in the US for my final year
of high school.
The Spanish teacher, Mrs. Shew, was almost
a polar opposite of Mrs. Hawkins. Mrs. Shew
was fascinated by the cultures and peoples
of the Spanish-speaking world. In her class,
we learned about the gauchos of Argentina,
about the flamenco of Andalucia, and about
the great Aztec and Mayan cultures of Mexico
and Central America. For a student, like myself, who has always had a great interest in
other cultures, it was truly very motivating.
Additionally, Mrs. Shew hosted at least one
exchange student from one of these countries every year and thought that studying
abroad was a wonderful educational experience. During my senior year, she arranged a
month-long study exchange with a school in
Vigo, Spain. So, though I didn’t get to spend
my senior year in France, I did get to have the
exchange student experience if only for four
weeks. That month abroad was a hugely important experience for me. My entire world
up until that point had been the farmlands of
southern Indiana with an occasional trip to
Florida. Suddenly, I found myself in the Prado Museum in Madrid, and the walled medieval town of Avila. I got a chance to see how
teenagers, like me, in Spain lived, ate, studied
and played. For that, I will always be thankful
to Mrs. Shew. She provided me with a truly
life-altering experience.
Unfortunately, for those of us on the trip, our
language preparation perhaps wasn’t what it
should have been. Mrs. Shew’s classes were
always interesting but not always academically challenging. We rarely used Spanish in the
classroom. Generally, we memorized vocabulary, did grammar drills and translated model
sentences. Most of the students found it diffi-

cult to function while we were in Spain due to
a lack of experience using Spanish. In fact, this
probably was due to the fact that Mrs. Shew
herself wasn’t comfortable or confident with
speaking Spanish. After spending almost a
month with our host families, we ten students
gathered in Vigo to return to Madrid for a few
days before heading home to Indiana. Mrs.
Shew met us there at the train station. It was
a bit chaotic and we were having some difficulty finding our train. It was then that I realized that Mrs. Shew couldn’t understand the
public announcements in Spanish that were
telling the departure times and platforms for
the various trains. After four weeks living in a
Spanish family, I seemingly could understand
more Spanish than she. Here again, I was
shocked. My Spanish was ‘better’ than hers.
It may sound like I have spent the last few
paragraphs criticizing Mrs. Hawkins and Mrs.
Shew. However, my point is just the opposite.
Both of these amazing teachers had a profound and positive effect on my life. Despite
what may be considered their faults, each of
them gave me a gift that has made me who I
am today.
So, what does it mean to be a good teacher?
It means, hopefully, through our training,
skills and efforts to be able to make a positive difference in the lives of our students. I
would consider myself a good teacher indeed
if I have been able to touch a few of my students the way Mrs. Shew and Mrs. Hawkins
touched my life. Being a good teacher doesn’t
mean perfection. We teachers are only human
after all. It means making a difference. So
lawyers may win cases, architects may build
incredibly impressive structures, and doctors
may save lives but we teachers change lives.
I, for one, certainly know which profession I
would rather be in.
7

In the eye of the beholder

영어교육계의 팔방미인,

이근철을 만나다
인터뷰 진행: 모윤지(영어교재개발학과 3기, 프리랜서)

대학교 때 친분이 있던 강사 선생님이 계셨

영어를 아주 좋아하던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사람들

이근철

앞에서 뭔가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훗날 대한민국에서

는데, 그 분이 교양영어 강의를 할 만한 분을 소개해

첫손에 꼽히는 영어 선생님, 베스트셀러 교재 집필자, 인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시강할 기회를 갖

기 라디오 프로그램 <굿모닝 팝스>의 진행자, 국내파 영어

게 됐는데, 그때 바로 ‘오케이’가 된 거죠. 첫 강의가

달인 등 그의 이름 앞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

1990년 1월이었어요. 고려대에서 아침 8시에 강의를

지 수식어로 소개받는 사람이 된다. 바로 그는, 영어교육

하는데, 수강생이 500명인 큰 강의였어요. 아침에 너

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근철 선생

무 긴장이 돼서 커피도 마시면서 진정하고 그랬죠.

님. 오늘의 그를 만들어낸 8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근데 강의를 시작하려고 연단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

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특유의 유쾌한 에너

는데, 힘이 쫙 올라오면서 500명의 얼굴들 하나하나

지로 충만한 그를 만난 시간은 덕분에 시종 즐거웠다. 다

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반응도 다 보이고…….

음은 이근철 선생님과의 진솔한 인터뷰 내용이다.

그때 ‘아, 난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같
은 날 연세대에서도 또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재미

이근철, 영어 선생님 되다!
모윤지

있었어요. 그날 연세대 강의는 300명, 즉 데뷔를 800

이근철 선생님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명 앞에서 한 셈이죠.

나가는 영어 강사 중 한 분이신데요. 어릴 적에도 난
교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근철

모윤지

어릴 때 영어강사가 되겠다, 혹은 영어교육

강의, 방송, 출판(교재 집필) 등 다양한 영

어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중 가장 매력

분야에 종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

적인 분야는 무엇인가요?

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사람들 앞에서

이근철

뭔가 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동네 친

며 강의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는 제가 강의한

구들을 모아놓고 저희 누나에게는 피아노를 치라고

내용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

하고, 저는 차트에 만화 영화 주제가를 써 놓고 아이

까 좋죠. 하지만 방송이나 교재 집필도 각각 매력이

들과 함께 부르던 기억이 나요. 그때 누군가를 가르

있어요. 라디오 방송은 매체 특성상 파급효과가 가

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걸

장 크고, 출판은 접근성이 가장 좋죠. 제 책을 한 권

좋아했었어요.

사면 그 학습자는 365일 언제든 제 교재로 공부할 수

가장 매력 있는 분야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

있으니까요.
모윤지

그럼 어떤 계기로 영어 강사의 길에 들어서

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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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again! 영어로 콘서트도 하고 쇼도하고…

이근철  청취자 가운데 외국에서 소식을 보내주시는

이근철 선생님의 교재를 보면 특히 초보 학

분들이 많으신데, 보내주신 사연도 기억에 남고요.

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친절한 접근과 구성이

저희가 가끔 설문조사를 하는데, 한 3~4일 정도 조

눈에 띄는데요. 집필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

사하면 5,000명 정도 응답을 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시나요?

모두 답을 다 달아주시고, 남기는 글도 정말 충실하

모윤지

이근철

만약 제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모국

게 써 주세요. 청취자의 열렬한 반응에서 저도 에너

어로 써온 사람이었다면 그런 내용을 풀어내지 못했

지를 얻게 되죠.

을 거예요. 영화 보다가 저게 왜 안 들릴까, 어 이렇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몸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잖

게 하니까 들리기 시작하네, 이렇
게 하니까 더 잘 들리네. 이런 과
정들을 겪다 보니까 한국 학습자
는 뭘 알아야 한다는 가이드 라인
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다 체
험했던 거니까요.
모윤지

지금까지 여러 권의 교

재를 내셨는데요, 그 중 가장 애
착이 가는 교재를 한 권 꼽는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이근철

한 권을 꼽는다면 <TRY

AGAIN>이 될 것 같아요. 그 책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작업 기간도 굉장히 짧았
고요. 처음 쓴 회화교재라 애착이 많이 가기도 하고요.

아요. 감기에 걸렸다던가. 이럴 때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갈라지기도 하죠. 그랬더니 어떤 청취자께서

모윤지

함께 작업하기 좋은 편집자(출판사)는 어

는 홍삼하고 감기에 좋은 한약을 보내주시고, 또 어

떤 유형인가요?

떤 분은 매실 달인 걸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이렇게

어떤 이야기든 그 본질을 파악하는 편집자

제 조그만 변화도 알아보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는 청

(출판사)가 제일 좋죠. 제가 ‘이 책의 컨셉트를 이렇

취자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

게 잡으려고 합니다’ 했을 때 그걸 잘 이해하고 효과

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근철

적으로 구현해주는 그런 출판사가 제일 감사하죠.
모윤지

최고의 영어 입담꾼, 물을 만나다.
모윤지

<이근철의 굿모닝 팝스> 집필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시고,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특별히 고려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인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집필의 경우, 저는 아이디어를 내고

기 프로그램 <이근철의 굿모닝 팝스>를 2007년부터

이근철

진행하고 계신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

집필은 제 연구원들이 합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제

떤 것이 있을까요?

가 하구요. 제가 진행하기 전에 <굿모닝 팝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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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ye of the beholder

격은 좀 더 빡빡하게 공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

영어를 접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소장하고

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제 스타일하고는

계신 음반을 들으면서 영어를 들어보고, 영화를 보

맞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걸 조금씩 제 스타일에 맞

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라는 언어를 접했던 게 중학교

춰 바꿔나갔죠.

때 영어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 방송의 기본 컨셉트는 “믿습니까?” 방송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여러분, 스스로 영

요. 중 1때 영어 선생님이셨던 송매자 선생님인데,

어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분은 영어 교과서를 다 외우게 하셨거든요. 그리

서, 시청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죠. 만약 저희 방

고 앞에 나와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다 외우면 보너

송이 “여러분, 영어 공부하세요!” 이런 내용이었다면

스 점수를 주시고. 저는 그게 참 재미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을 거예요. 즐거움을 주

그 덕분에 공부에 재미를 붙인 거죠.

면서 기분 좋은 에너지도 드리고, 그 미디엄(수단)이
영어가 되는 거죠. 그게 제 삶의 철학과도 맞아떨어

모윤지

그럼 요즘에는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지기도 하고요.

이근철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책을 읽거나 관

련 영상매체를 보며 공부합니다. 사실 해당 분야에
조급증과 강박관념을 버리고, 관심 안테나를 폭넓게
모윤지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말할 내용도 없잖아요. 들어도

대표적인 순수 국내파 영어 달인이신데, 학

이해하기 힘들 것이고요.

창시절에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셨나요?
이근철

전 알파벳을 처음 배운 게 중학교 들어가기

모윤지

전이었어요. 대신 영화나 팝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텐데요.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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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철

회사를 운영하기 전과 후가 조금 다른데요,

발자 및 편집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회사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여유 있게 일을 했었죠.

해 주세요.

강의하고, 책도 쓰고, 제가 좋아하는 여행도 다니고.

이근철

만약에 일이 너무 많아져서 개인 시간을 내기가 힘들

싫어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드리

어지면 하던 일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시작한

고 싶어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기

뒤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제가 성격상 처음부터

본적인 관심사가 무엇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끝까지 모든 일을 다 챙겨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말이죠. 편집이나 집필도 비슷

데 그렇게 일을 하려다 보니 제 몸이 견뎌내질 못하

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할 일과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이 무엇에 반응할까, 무엇을 좋아할까를 잡아

맡겨도 될 일을 구분해서 하죠. 그리고 주말은 저만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왜 열광하고, 무엇을 왜

을 위한 시간으로 씁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이 없으
면 목적이나 방향 없이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게
되더라고요.
모윤지

원고 집필은 방해 없이 집중해서 일할 시간

이 필요한 작업인데, 이런 시간은 어떻게 내시나요?
이근철

초창기에 작업했던 책들, TRY AGAIN과 다

음 책까지는 제가 썼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 연구원
들과 함께 작업을 합니다. 제가 책의 전체적인 컨셉
트를 잡고, 지시 감독을 하고, 교정, 교열, 검토는 하
지만 직접 집필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저만의 색깔
이 날 수 있게끔 길잡이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죠.

때로는 유쾌하게, 그러나 때로는 진지함이 가득 묻어나는
솔직 담백한 인터뷰였다. 선생님의 영어연구소인 <유어에

이근철 선생님과 같은 국내파로서 영어를

듀>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던 공간, 그곳에는 선생님이 좋

통달한(bilingual) 선생님들이 갖는 최대 장점은 무엇

아하는 음악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인터뷰 중간중간

일까요?

음악, 문화,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

모윤지

교사 자신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겪었던 경

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하셨는데, 다양한 관심분야를 통한

험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짚어줄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최고의 영어 전문가 위치에 오르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게 된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영어와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도록

문화가 결합된 교재를 써보고 싶다는 이근철 선생님. 교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개인의 경험이 조금은 위험

육과 재미가 절묘하게 결합된 멋진 교재의 탄생을 기대해

할 수도 있어요. 자신만의 경험이 옳다고 고집을 부

봐도 좋을 것 같다.

이근철

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언어학, 교육학 등
의 학문적인 배경도 갖추면 더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죠.
모윤지

그럼 마지막으로 IGSE의 예비 영어교재 개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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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gettable Time in
Hawaii Workshop
김소원
영어지도학과 2학년
hopelove@igse.ac.kr

S

ince entering IGSE, I have been blessed
with plenty of opportunities to learn.
The opportunity to attend the “Hawaii
workshop” was one of them. Even before
entering IGSE, I was looking forward to this
workshop, which is part of the school curriculum. I had been eagerly waiting for this
time as I always wondered what Hawaii
would be like and why it attracts so many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It was to
be my first trip to Hawaii, so I was very
thrilled. I was also excited because I thought
this workshop could be more than the workshop itself, an early graduation trip.

tio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he told
us about critical pedagogy. Dr. Richard
Schmidt lectured on psycholinguistics and
sociolinguistics, and we discussed how languages are learned as well as reviewed macro- and micro-sociolinguistics. In addition,
Dr. Richard Day introduced some effective
ways to teach extensive reading and emphasized the joy of reading throughout his
lecture. All the professors welcomed questions and comments we had, and my peers
and student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ad a chance to share opinions.
Teaching Experience at Maryknoll School
At the end of the workshop, we visited
Maryknoll School, which is a co-educational pre-kindergarten through high school.
What differentiated this year’s school visit
from last year’s was that we could gain some
teaching experience at this school. This idea
was suggested by President Nahm-Sheik
Park this year, for he thought this teaching
experience could be valuable for IGSEans.
I thought it was an excellent idea because
observing and teaching classes can be quite
different.
On the first day of our visit, Mr. Chang,
who is a religion teacher, gave us a school
tour, assigned us to each class, and arranged
our teaching schedule. This opportunity for
classroom observation and teaching was

Impressive Lectures at University of Hawaii
Among teachers and students, the SLA
department at the University of Hawaii
Manoa is very well-known for its renowned
professors in the SLA field. All the professors are more than experts in their field of
study, so all the lectures were very impressive and interesting.
Dr. Lourdes Ortega had visited our school
for the IGSE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and it was our second time meeting her.
She lectured on meta-analysis and teaching
writing. After taking statistics and research
methodology courses, we had gained a better understanding of research methodology
and its practical use. Dr. Graham Crookes’
classes helped us to look at English ed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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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special in this Hawaii workshop program. It was special because we could compare how Korean and American classrooms
differ and how Korean and American teachers are different in classes. While observing
classrooms at Maryknoll, I enjoyed watching teachers interacting with students and
students asking questions without hesitation. Teachers tried to become facilitators,
resource, and manager in the class, and the
students played an active role in their classroom.
On the second day, Mr. Chang told us
that we could think of ourselves as the
ambassadors of Korea because students at
Maryknoll knew very little about Korea. He
added that the students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Korea (Korean games, Korean
food, traditional Korean costumes, Korean
alphabet, etc). My peers and I brought materials about Korean culture ((http://wings.
prkorea.com/) and planned our lessons
around Korea. Using these materials and
tailoring the lesson to the level of students
was quite challenging. I was assigned to the
first-year pre-kindergarten class and it was
very rewarding to spend some time with the
teacher and students at Maryknoll School. I
was very glad that my peers and I did our
best to let the students know about Korea
and become a little closer to Korean culture
through this opportunity. The teaching experience was another learning opportunity
I could have as an IGSEan.

the time I had with my peers.”
We went to Waikiki beach, Sea Life Park,
Sandy Beach, Hanauma Bay, Polynesian Cultural Center, Pearl Harbor, Sunset Beach, Diamond Head and Ala Moana
Beach. Among all, Hanauma Bay and Polynesian Cultural Center were the two most
memorable places. I thought Hanauma Bay
was the most spectacular natural resource
in Hawaii with its living reef environment.
Another attractive place was the Polynesian
Cultural Center: The seven native villages
gave us a chance to experience daily adventures of Hawaiian and South Pacific cultures. The evening show at the Polynesian
Cultural Center was unforgettable and I
would recommend this place for those who
would like to expose themselves to various
cultures. While visiting these places, I had
another opportunity to learn from my peers
and the places we visited. I want to thank
my peers for the wonderful time we had together.
Throughout the workshop, professor
Hyun-Sook Chung had been such a good
role-model for us and we were so grateful
for her being there. We would also like to
express our deepest gratitude to the president of IGSE, Nahm-Sheik Park and all the
members of IGSE. Dr. Jai-Ho Yoo made our
stay in Hawaii so comfortable, and we are
very thankful for his kindness. I have received so many things as an IGSEan, and I
am forever grateful.

Peers who Made Hawaii Workshop even Better
When asked, “What was the best thing
during your trip to Hawaii?” I would definitely say without any hesitation, “It wa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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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uropean
adventure
고순미
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
positiveko@igse.ac.kr

T

he flight was 18 hours, with a three and
half hour layover in Hong Kong. It was
a long journey for me because I had never
traveled so far from home. After arriving
at the airport we had a two hour bus ride
before reaching our destination, Bognor Regis. I was looking out of the bus window,
comparing the countryside to Korea, it was
really dark. There were only a few street
lights and not many people walking down
the streets. On Sunday, my second day, I
was heading towards Chichester with Vicky
and a host. While I was there, I felt like I was
in the Middle Ages because of the old style
buildings, especially the Chichester Cathedral.
On my third day, the workshop began. 13
IGSEans received internet user IDs and student ID cards from Chichester University.
The student ID card allowed us to utilize
the university’s facilities for two weeks. Afterward, Steve Corcoran, who was in charge
of us, showed us their library and other facilities. I will never forget the moment I first
saw the library. The librarians explained
how to access a variety of electronic articles.
The books and supplementary materials are
classified by subject. I was impressed with
their consideration of teachers and learners.
On the fourth day, Dr. Lesley Randles
taught Material Development Design and

Creation. We were able to reflect upon the
reason for studying materials. While creating a diagram we shared ideas with our
classmates. Her style of teaching encouraged students’ participation. She was very
supportive of the students’ ideas rather
than criticizing.
On the fifth day, Wendy Superfine focused
on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Primary/
Lower Secondary EFL Course Book Materials. She brought a large selection of course
books for overview. She explained that the
covers were different so they would be
more appealing to other countries target
groups. I remember the Helen E. Buckely’s
poem, THE LITTLE BOY that she gave us.
I was touched by the poem. Before reading
the poem I had not realized how much what
a teacher says can influence a person’s life.
We went to Gunwharf Quays Marina Complex for evening activity. The port city was
very clean and the architecture was elegant
and modern. The complex had a designers
label discount center where we were able to
get some great deals on designer items.
While in England, the weather was not
very corporative. For example, our two hour
trip to Oxford University Press turned in to
three and a half hours due to the weather.
And our trip to Stonehenge was canceled.
Although our trip was cut short we were
nonetheless impressed by OUP’s pres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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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They understood what we wanted and
needed. They even prepared a delicious
meal for us. We swarmed upon the food
like locusts leaving only devastation in our
wake.
The two most memorable things about my
trip were Viv Lambert’s presentation and
our trip to Vale Primary School. First, we
had a chance to attend a lecture by the famous author, Viv Lambert from Macmillan
Publishing. She taught us basic knowledge
of material developing and practical information using her own materials. Unfortunately because of
the bad weather
she had to leave an
hour earlier than
expected.
We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primary and secondary; I was in the
primary group. I
had a chance to look
back on my teaching days while observing the head teacher’s
class at Vale Primary School. He told us that
he feels communicating with the student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workshop output, we were responsible for keeping two journals. One
was for our first impressions of the UK, the
other was for what we learned while in the
UK. Also, we were required to create a lesson and lesson plans, then present them at
the end of the workshop.
During this trip, we were in home-stay
for the first two weeks and then our activity tour began. We bounced around to three

different hotels for three nights because
of different locations. We visited Gloucester, Brighton, Hay-on-Wye, Shakespeare’s
houses and gardens, Warwick Castle 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rest of the
trip was very educational and informative
as well.
While staying in London we were given
personal time. My friends and I took the
Eurostar train from London to Paris. During
my time in Paris, I walked across the Pontneuf bridge, visited Notre-Dame Cathedral,
the Louvre Museum and the Eiffel Tower.
At the end of the day
in London I returned
to the National gallery
on my own. Looking at
Van Gogh’s painting ‘A
Wheatfield, with Cypresses’ I could imagine feeling the breeze
on my face.
I had the opportunity to thoroughly
learn more about material development and experience British
culture. My only negative experience was
a culture clash with my first home-stay
host. My stay could have been even more
enjoyable if I had known more about British culture. Before traveling it would be a
good idea to become familiar with the host
country’s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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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재학생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IGSE에는 현재 총 5개의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IGSE의 동아리에 대한 소개와 IVY 동아리 활
동 중에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1. IVY(IGSE Volunteers for Young Learners)

영하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대표: 정원근(jwkeun@igse.ac.kr)
동아리 회원: 총 17명

학교 정식 홈페이지에서는 보여드릴 수 없는 IGSEan들
의 일상생활, 학업과정 등을 공유하는, 졸업생, 재학생
그리고 예비 입학생들의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IVY(IGSE Volunteers for Young Learners)는 어려운 가
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

클럽에서는 현재 졸업생, 재학생, 예비 입학생, 일반인

생들에게 맞춤형 영어교육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

등 약 631명의 회원들이 적극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에

주는 봉사 동아리입니다.

대한 정보를 비롯해 영어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의 열정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IVY는 기획팀, 개발팀(3개팀), 교수팀(2개팀), 평가팀으

4. 태스크 포스 (Task Force)

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강동구

동아리 대표: 박순(elnino1002@igse.ac.kr)
동아리 회원: 총 13명

지역아동센터에서 주 2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한비연(한국어 영어 비교 연구)
동아리 대표: 박지호(failan23@igse.ac.kr)
동아리 회원: 총 9명

태스크 교재를 강독하고 마이크로티칭을 하는 워크샵

한국어 영어 비교 연구회(한비연)는 IGSE 학생들이 영

소규모 그룹 단위로 교재를 매주 강독하고 매주 1회 회

어와 우리말 실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진정한 영어교육

원이 모두 모여 학습한 태스크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티

전문가의 필수 요소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칭을 실시하고 비판적인 피드백을 공유합니다.

입니다.

모인 학술 동아리입니다.

5. Film Club
동아리 대표: 박강아(leelee1127@igse.ac.kr)
동아리 회원: 총 8명

현재 한비연 1학년 회원들은 <국어 한무릎 공부>, 2학
년 회원들은 <한국어의 발상, 영어의 발상> 등의 교재
를 사용하여 매주 1회 강독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영
어로 된 짧은 글을 선정하여 각자 우리말로 번역한 후

영화를 통해 회화 능력을 기르고 생활영어에 쉽게 접근

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영한 대조 분석 활동을 격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함께 모여 영화를 시청한 후 그날의 담당 회원

3. IGSE로의 초대

이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동아리 대표: 양혜연(himesama@igse.ac.kr)
동아리 회원: 총 13명

그 내용을 토대로 서로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영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회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학교 홍보를 위한 온라인 클럽인 ‘싸이월드 클럽’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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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크리스’
가 전해준
색종이 카드
- IVY 동아리

김정민
영어지도학과 6기
jm11jm@igse.ac.kr

영

어전문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나는 일주일에 하

며 수업을 잘 따라왔고, 다른 아이들도 놀랄 정도로 태

루 IVY(IGSE Volunteers for Young learners)라

도와 실력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 영어 책을 제대로 읽

는 학교 봉사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근처 성내복지관을

지도 못했던 크리스는 이제 읽기는 물론 한층 어려운 스

찾는다.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대학원생으로

펠링 맞추기 퀴즈에서도 곧잘 상위권에 든다. 수업 마지

서, 우리가 받은 혜택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배움의 사

막 날 시상식에서는 2등으로 상까지 받았다. 난 마치 내

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영어

가 상을 받은 것같이 기뻤고, 잘 따라와준 크리스가 너

실력이 사회 성공 여부를 말하는 요즘, 어려운 아이들

무나 대견스럽고 고마웠다.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에

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

는 ‘멋쟁이 크리스’로부터 알록달록 색종이로 정성스럽

한 활동이다.

게 만든 작은 카드를 받았다. 크리스의 발랄함과 성실함

그곳에서 나는 초등학교 3학년 열두 명 아이들의 영

이 고스란히 담긴 카드에는 삐뚤빼뚤한 솜씨로 “Thank

어 선생님을 맡고 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어교육을

you, teacher”가 쓰여 있었다. 요즘엔 유치원 아이들도

주고 싶어 우리는 전공을 살려 직접 교구와 교재를 만들

유창하게 말하는 한마디이지만, 행여 틀리지나 않을까

었고, 밤새워 흥미를 끌 수 있는 학습 지도안을 연구했

조심하며 한자한자 정성을 담아 썼음을 알기에 코끝이

다. 아이들이 이런 우리의 정성을 아는지 영어수업 시간

찡해졌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이 일이 나에게 이렇게

은 항상 화기애애 즐겁다.
수업 분위기를 한층 즐겁게 해주는 친구로 ‘멋쟁이 크

많은 것을 가르쳐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아이들

리스’라는 남자아이가 있다. 첫 수업시간에 영어 이름을

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하지

정하고 출석을 부르는데 또래에 비해 체구도 작은 이 녀

만 오히려 나는 IVY 활동을 통해 두 가지 기쁨을 얻었

석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자기는 ‘멋쟁이 크리스’로 불

다. 첫째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이고, 둘째는 배

러달라고 해서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면

움의 기쁨이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아이들에게 직접

서 크리스의 실력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적용하면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는 것을 알았다. 힘든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많다는 사

어떠한 교육법이 적합한지에 대한 안목을 키우며, 나도

실을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이 아이의 가정환경을 복지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봉사활동은 나에게 ‘봉사학습’

사분께 여쭤 보았다. 크리스의 가정사는 나에게 적지 않

이 되었다. 특히 복지관 수업은 나에게 주위에 더 많은

은 충격이었다. 크리스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부모 가

관심을 갖고 함께 나누며 살라는 큰 가르침을 주었다.

정의 아이였는데, 어머니마저 얼마 전 돌아가셔서 지금

이곳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

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살고 있다고 했다. 어린

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아이들,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이가 감당하기는 힘든 고통이었을 텐데도 항상 씩씩

상처 받은 아이들까지,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그래서

하고 밝게 웃는 크리스가 애처롭기도 하고, 늘 더 많은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업 계획을 세우는 일만큼 아이들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 뿐이었다.

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2009년에
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영어 동화책을 많

그 후 난 크리스를 더 많이 안아주고, 따뜻한 미소로
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원래 밝고 긍정적인 학생

이 읽어줄 계획이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 힘들지만, 더

이었기에 칭찬과 사랑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 영어

많은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사랑과 꿈을 나눌 수 있었으

를 제일 어려워하던 크리스는 금방 학습에 흥미를 붙이

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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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ulfilled Wish
안선욱
영어지도학과 2학년
seonukan@igse.ac.kr

W

hen we are in the middle of something, we hardly recognize what is
going on and what we are really doing. It
seems that not until having a recess, can we
realize what we have done. This goes exactly same with my IGSE life. I have gone
through some pretty hectic semesters at
IGSE and everything had been quite demanding and challenging for me especially,
as a novice researcher who has never studied English education before. As each semester went by, I came to realize that the
first semester, which I thought was the most
difficult time, was nothing. I always ran out
of time to sleep and to be with my family,
and I could not even notice how much my
little daughter was growing. Without knowing how well things were going, I have spent
all those days in rush. Yes, I was just in the
middle of IGSE life.

Now, during winter vacation, I look back
upon what I have really done so far at IGSE.
Basically, I think I took a lot of courses,
each of which was never easy, but all of
them turned out to be helpful and essential
for my study after all. Especially last year
I took a very important cours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ELT program’, taught
by the Professor Park. Through this course,
I learned not only how to create an English
curriculum, but also how to manage other
important factors related to curriculum development. It was a great help to my study.
I could formulate my idea of establishing a
‘Nursing English’ curriculum for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ies. When I finished the
course, what I had done became the groundwork of my graduation project. Moreover,
thankfully but unexpectedly, this work
gained me the first prize of the poster session at the 2008 ALAK conference.
To be honest, I almost gave up participating in the ALAK conference because I had
not developed my work completely, so it
was going to be an incomplete presentation.
In addition, it was almost the end of semester so that all the final reports for the semester poured in from everywhere. I doubted
whether I could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but the atmosphere of school went in
a different way. All the students encouraged one another to go for it, as usual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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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ans face a difficult time. They stayed at
school very late for a week and seemed to
give all their best. Even though we did not
exactly know what each of us was working
on, we all came to greet the day of December 6th, 2008. That very morning, when I arrived at the place where I was going to give
my poster presentation, I finally realized
what my classmates had done. It was quite
a moment, and I was unable to speak for
seconds. Instead of making a compliment,
which could not be enough, I gave them a
big hand in my mind.
Even though I was a bit
humiliated by my untidy and even crooked
presentation papers on
the board, I could at
least keep myself very
proud as riding other
IGSEans’ pride. During
the session, I had some
visitors who were interested in my topic “Nursing English”, and
we shared more ideas about what I could
have done or what I should do for further
study. I really appreciated those who gave
me advice and encouraged me to keep going, and I still remember them and thank
them. After the session finished, I could
not help returning home right away since I
was very cold and exhausted. I received the
news that I won the prize from the poster
session when I arrived home and made
dinner. It was definitely surprising for me,
but on the other hand, my first prize might
have been well prepared by all the professors who taught me, and all IGSEans who
supported me a lot to participate. In other

words, IGSE deserved the first prize.
When I attended the ALAK conference in
2007, I was amazed by IGSEans’ active participation in such a professional conference.
At that time I was no more than a student
who barely survived the first semester at
IGSE. I clearly remember that unlike me, the
5th wave of IGSE students looked so proud
of themselves with the all outcomes of their
study. While giving them a big hand in my
mind, I kept asking myself “Could I do same
thing when I become a second grader?” The
answer to myself was
not that hopeful until I participate in the
same conference in
2008. But, yes I could,
and I really did it.
Again, looking back
upon what I have
done at IGSE, I feel
that my passion and
my vague ideas about
English education for nurses are so much
fulfilled. Therefore, I would like to take this
chance of writing to thank everything at
IGSE; people and curriculums that raised
me up. Finally, I want to publically thank
my dearest husband and daughter for their
great dev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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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at
Semester-end
Happy Hour

Nahm-Sheik Park
President

* 이 글은 2008년 12월 19일, 가을학기 종강행사에서 행한 박남식 총장의 인사말입니다.(편집자주)

Good evening, everyone. We are gathered here this evening to celebrate the end of fall
semester 2008, to celebrate the end that crowns the work of a semester that has been truly
tough and even cruel.
They say that gold is tried in the fire, right? You have poured your heart and soul into
your classes at IGSE. Many of you have presented topnotch papers at a number of academic
and professional conferences. As if that were not enough, many of you also have volunteered your precious time to teach English to less advantaged children in the community.
In all these ways and many more, you have been helping IGSE continue to carve out and
cultivate its unique niche as the beacon of hope for ELT in Korea.
Lest you get too bigheaded, however, I should like to remind you that you have received a
very generous helping hand from numerous sources, many of them behind the scenes. They
include your family and friends, the IGSE faculty and staff as well as the 혁제 Foundation.
Without sustained and dedicated support, assistance and guidance from Chairman 윤균 and
the rest of the Foundation, the very idea of IGSE as we know it today would have been out
of the question in the first place. How about a round of applause for all these people?
Now, those of us gathered here today also deserve a pat on the back. In fact, a very big
pat in recognition of the superb jobs we all have turned in over the last couple of months. On
that note, allow me to propose a toast to ourselves and IGSE.
Shall we all top off our glasses, so we can make the toast? Maybe we need a couple of
seconds for this. --- Have you got all your glasses filled? Now, we are all set. aren’t we?
Well, then. “Here’s to IGSE. And to OURSELVES.”
Now that we have drunk our toast, it’s time to help ourselves to the fun and joy and pleasure of each other’s company over the luscious buffet specially prepared for this occasion.
After all, the night is still very, very young. And this happy hour is all yours now.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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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영어 스토리
창작 이야기
정은숙
인천 당하초등학교 교사
영어지도학과 5기
ssaboo21@igse.ac.kr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이다. 문제는 그 아이가 자라서 예

이나 스토리를 필요로 하는 여타의 교재 개발에 관

술가로 남아 있느냐이다. - Pablo Picaso(영어로 검색

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정보와

해보자)

간접 경험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본 개발 작업에 대한 개략적 이해를 위

우영이! 우영이! 우영이는 ‘우리들의 영어 이야기’

해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 1]에 먼저

를 짧게 줄여 부르는 말이다. ‘우리들의 영어 이야

제시하였다.

기’(이하 우영이)는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소년
한국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초등 영어 교과서 기반

[표 1] 우리들의 영어 이야기 개발 및 연재 일지

영어창작 스토리 코너의 제목이다. 그리고 이 창작
스토리는 IGSE 재학생이던, 그리고 이제는 졸업생
이 된 5기 네 명의 저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본 저
자들은 IGSE 재학 시절 3학기 때 김영우 교수님의
‘교재 개발 Ⅱ’ 과목을 수강하던 중에 IGSE 출판부로
부터 본 작업을 의뢰받고 수업과 연계된 내용을 토대
로 스토리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2009년 3월,
봄의 문턱에서 1년 반에 걸친 콘텐츠 개발과 신문
연재를 무사히 마치고, 1기가 맡았던 저자의 자리를
IGSE 6기로 구성된 2기 후배들에게 물려 주었다.
앞으로 이 일이 IGSE 연구소 사업 중의 하나가 되
어, 새 기수의 후배들이 계속 이 사업을 이어 나가게
된 것에 대해 기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지금부
터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태어나 여

2007.
3학기째

‘교재 분석 개발Ⅱ’ 수강. 초등 대상 스토리북
관련서 출판을 목표 교재 연구

2007.
12월 1주

IGSE 출판부로부터 소년한국일보 연재물
개발 의뢰

2007.
12월 2주

기획안 작성 및 샘플 원고 작업, 신문사 확정

2008.
1월 2주

3개월 분 스토리 초안 공동 저자 시스템으로
개발 완료

2008.
2월 2주

1년 연재 분량 스토리 초안 개별 저자 시스템으
로 개발 완료

2008.
3월 1주

‘우리들의 영어 이야기’코너 설명 기사와
함께 첫회 발행으로 연재

2009.
1월 30일

IGSE Research Center 소속 IGSE 영어 스토리
연구회 구성과 2기 저자 작업인계를 위한‘신문
연재 초등학생용 영어 스토리 콘텐츠 개발’보고
대회 및 Workshop 개최

2009.
3월 4주

‘우리들의 영어 이야기’1년 1개월 연재 종료
예정 (39회/총40회)

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느덧 한 살을 넘기게 된 우
영이의 탄생에 얽힌 생생한 이야기이다. 영어 스토리
창작이라는 영역이 영어 교육과 교재 개발에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는 처음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 작업을 해 나가는 과

우리들의 영어 이야기의 기획 의도는 초등영어 교

정에서 이러한 활용 가능성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

과서(3, 4, 5, 6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영어 표현, 단

었다. 긴 시간 동안 힘든 작업이었지만 이렇게 소중

어, 상황 그리고 문화에 대한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

한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로 분석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친숙한 소재인

가슴이 설렌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영어 스토리 창작

일상 및 학교 생활과 연관을 지어 영어 만화의 형태

이나 신문 연재용 콘텐츠 개발 외에도 교과서 집필

로 제시함으로써 초등영어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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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콘텐츠 개발 절차

미 있는 읽기 보충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한

하게 익혀볼 수 있는 ‘추천! 스토리북!’ 코너이다. 1

것이다.

회 연재물에 두 권의 스토리북이 소개되니 4주에 8

1회 연재물은 여섯 컷으로 이루어진 창작 만화,

권, 39회를 연재하는 데에 모두 78권의 스토리북이

Key Expressions, Words & Phrases, Let’
s Read

추천되었다.

More라는 네 개의 하위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먼

이렇게 기획안과 샘플이 확정되고 실제 개발 작업

저 창작 만화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흔

에 착수하기까지의 절차와 고려한 요소들을 정리해

히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Episodes)들을 교과서

보면 [그림 2]와 같다. 참신하면서 안정적인 콘텐츠

관련 표현과 상황을 사용하여 쓴 이야기로, 스토리북

를 초등학교 전 학년의 인지 수준과 영어 언어 수준

읽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초등 학생 책벌레 주인공

에 맞추어 달라는 것이 소년한국일보 측의 요구사항

Harry, 김연아 선수를 닮은 여자 주인공 Bora 그리

이었다. IGSE 출판부는 8 년여 동안 현대영어사에서

고 이 둘과 삼각 구도를 그리는 갈등 유발의 핵심 인

차질 없이 진행해온 신문 연재이므로 역시 안정적 콘

물인 Chris, 그 외에도 미국, 일본, 프랑스, 아프리카

텐츠 제공이라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당시 개발자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세계의 친구들이 Sarah 선생

들의 상황은 학기 말에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있고, 논

님과 함께 초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재미있고 즐거

문 학기와 졸업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어

운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매주 꼭 익혀야 할 교과서

려운 입장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

한 단원의 핵심 표현이 Language Item으로 다루어진

하며 좋은 기획의 답을 어디에서 찾을까 고심하던 중

다. 그리고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이렇게 4주차의 이

기존 초등학생 대상의 신문 연재물들을 분석해 보기

야기가 합해지면 한편의 창작 만화가 완성된다.

로 하였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Key Expressions는 매회 이야기에서 꼭 익혀야 할

신문사는 언제나 대중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

핵심 영어 문장 표현에 대한 뜻과 어려울 수 있는 표

는, 참신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그리고 타사에

현에 대해 설명해 주는 코너이다. Words & Phrases

비해 경쟁력을 갖춘 연재물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는 매회 이야기에 나오는 영어 표현들 중에서 내용

각 신문사마다 추구하는 방향이나 그때 그때의 목적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어(words)나 구

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phrases)에 대한 뜻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초등

신문을 발행하는 소년한국일보, 소년동아일보, 소년

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내용과 좀 더 배워

조선일보 3사는 각각 다양하게 개작 동화, 창작 동화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Let’
s Read More

나 만화, 유명 인사의 단행본을 연재로 다루는 등 일

는 매회 이야기의 주제와 관련된 스토리북을 읽어

정한 시기에 걸쳐 매우 다면적인 특성들을 보인다.

보고 각 이야기에서 배운 중심 표현들을 좀 더 생생

영어 교육, 교재 개발 관계자들이 신문 연재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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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콘텐츠 기획 절차

해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시각을 가지고 활용할

에 대한 이야기는 지면 관계상 다 논하기에는 아무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면, 영어교육 콘텐

생각해도 역부족일 것 같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

츠 개발의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었는지, 또한 얼마나 매력적인 일이었는지 경험하

초기 기획 단계에서 One Source Multi-use에 대한

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해 보라는 말

고려는 후속 결과물들의 가능성을 배가시키는 측면

을 하고 싶다. 이 작업을 하면서 저자들뿐만 아니라

이 있다. 우리가 목표했던 바는 해당 연재물이 쌓이

삽화가, 편집자, 디자이너, 원어민 감수자, 신문사측

면 12개의 완성된 스토리북이나 만화 단행본에 영어

담당자 등 직접 관련자의 수만 꼽아보아도 도합 9명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책으로 출간

의 인력이 투입되어 완성되는 일이다. 또한 전체 기

[그림 3] 스토리 창작, 원고 완성 및 연재 절차

하는 것이었다. 한 차례 기획을 모색해 보긴 했지만,

획 후에 원고 집필을 위한 초기 기획회의에서부터 원

구체적인 실행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 초안 완성, 삽화 완성, 원고 디자인과 최종 원고의

이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본다.

완성에 이르기까지 오고간 작업자와의 접촉 횟수는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일이기도 했

쉽게 100회를 훌쩍 넘는다. 때로는 저자의 집필 의도

던 스토리 창작 작업부터 시작하여 최종 원고가 완

가 삽화가의 표현에 따라 변형되기도 하고 반대로 더

성되기까지의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특히 이 부분

살아나기도 한다. 원어민 감수는 하나의 표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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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토리 창작, 원고 완성 및 연재 절차

치기 위해 처음에 썼던 스토리의 많은 부분을 눈물을

늘 아쉬웠으며, 무엇보다 100% 순수 창작 스토리를

머금고 바꾸어야 하는 결과를 종종 요구하기도 하였

지향했기에 창작 활동에 대한 부담감과 창작의 고통

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

도 만만치 않았다.

간, 최종 원고의 원어민 감수가 처음의 원어민 감수

다음은 1기 저자들이 앞으로 더 추진해 볼 수 있다

자와 다를 경우에는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또 다른

고 생각해 본 제안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는 1기 저

원고 수정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기도 한다.

자들이 본 작업을 통해 갖게 된 질문에 관한 것이자,

이토록 역동적인 본 작업의 어려운 점들을 정리해

우리가 다하지 못한 일들을 다음 기수들이 한 걸음

보면 다음과 같다. Proofreadig을 받는데 있어서 원

더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제안이기도 하

어민 교수님이 저자들의 의도를 잘 간파하지 못하는

다. EBSe 등 새로운 영어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기관

경우도 있었고, 삽화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현실적

매체와 협의하여 매주 방송을 통해서 저자가 우영이

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현된 삽화를 보고 당

스토리를 소개하고 영어학습과 연결시키는 강좌 개

황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해당 language item

설을 시도하는 것, 전문적 웹사이트나 네이버 카페를

과 주제나 표현에 맞추어 추천 도서 목록을 선정하

통해 독자들과 만나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더 심화

는 작업도 생각보다는 까다로웠다. 딱 맞아 떨어지는

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 매년 연재했던 콘텐츠

두 권의 추천 스토리북을 찾기 위해 며칠에 걸쳐 수

를 모아 1년 단위로 단행본을 출간하는 것, 우영이를

백 권의 스토리북을 굶주린 사냥꾼의 자세로 탐험했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Activity

던 적도 있었다. 초등 수준으로 어휘나 문장의 수준

를 개발해서 Workbook을 개발, 콘텐츠 활용 방법을

을 한정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에 제한이 따

수록한 Activity Book을 제작하는 것, 생생한 MP3파

르고 오히려 언어 표현을 줄이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일을 함께 제공하여 연극 활동의 교수 자료를 제공하

고통을 맛보는 순간도 많았다. 초등 학생의 눈높이에

는 것, 그리고 끝으로 영어 스토리 창작을 기반으로

서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쓴다는 것도 어려웠다. 그리

한 콘텐츠 제작에서 ‘Authenticity, Simplication과 관

고 시간적 제약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한 Research

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비원어민으로서 적절하고

등 준비 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점이

풍부한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한계점’ 등
   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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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창작 스토리 우리들의 영어 이야기 캐릭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목적을 위한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또한 주위의 도움과

미니 Corpus’구축 등과 같다.

주어진 기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움의 자세

이제 IGSE 영어 스토리 연구회 1기 네 명의 저자는

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우영이 1기의 정신이 계속

소년한국일보 연재물 저자의 자리를 2기 후배 여러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란다. 9명의 공동 작업자와 우

분께 넘겨드리고 자리를 물러나려고 한다. 우리가 이

리의 사랑스러운 9명의 캐릭터(그림 5) 모두 18명이

일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소중한 가르침을 또 다른

함께 서로 상호 작용(Interaction)하며 만들어낸 아름

영역에서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그리고 꾸

다운 작업이었다. 끝으로 쉽지 않은 1년 반의 공동 작

준히 정진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가끔은 공

업을 성공적으로 함께해온 IGSE 우영이 1기와 나머

동작업의 어려움도 따랐지만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

지 저자 3명의 빛나는 얼굴, 그리고 짧은 후기 한 마

으로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영어교육과 콘텐츠, 교

디를 덧붙이며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재 개발에 대해 한층 더 폭넓은 시야가 열리는 성장
경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수현(영어교재개발학과 5기, 현 국제교사교육원(TTI) 기획팀)
항상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 있다가 글을 쓰는 저자의
입장에 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들어가는 수고들이 얼마
나 멋진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석(영어교재개발학과 5기, 현 경민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 교사)
영어 콘텐츠를 창작한다는 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닌 예술적 감각과 창의적인 노
력이 필요한 고도의 정신 활동임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정
서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영어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우영이’
가 IGSE 연구
소에서 계속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어지혜(영어교재개발학과 5기, 현 도서출판 넥서스 영어교육 연구소)
제한된 환경(국내 교육환경, 분량, Language item 등)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한
편의 새로운 이야기를 탄생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동시에 보람찬 일인
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우영이”1기의 작은 도약이 IGSE와 함께 꾸준히
빛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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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Journey after IGSE

I

still remember like it was yesterday –
my heart was pounding so hard that I
couldn’t even breathe in the first class of
Analysis and Development of ELT Materials. It is hard to believe that it has been already two years since I graduated. During
the two years of school, I doubted my capability and faced my limits every day, but
now I can proudly say that I am a graduate
from the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Absorbing everything I could from lessons and professors of IGSE allowed me to
get a job at Cambridge University Press as
a Research & Development Edit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s many sales
offices all over the world, but it has only
five publishing branches, includ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 Cambridge, UK.
Sales offices import books from publishing
branches and sell them in their local markets while publishing branches produce
ELT books to meet the needs of the local
markets, equipped with both sales and editorial teams. I am part of the editorial team
for Northeast Asia, which is headquartered
in Japan. My job can be divided mainly into
two parts. Literally as my job title stands, I
research ELT markets and ELT materials in
Korea, and participate in developing ELT
materials.
Market research entails finding and ana-

lyzing the current trends of ELT markets in
Korea. For general market research, I talk
to teachers, visit bookstores, and attend
linguistic conferences. Then, I discuss the
collected data with my editorial colleagues
in Japan on a monthly basis. In addition, I
sometimes work with two publishing centers - Cambridge and New York offices since Korea is one of their main markets.
Material research entails analyzing and
evaluating competitors. It also includes researching our own materials with teachers
who have used or have been using them in
their classroom for feedback in order to help
us improve our materials. The feedback
from teachers often leads to revisions which
are added in the next editions and sometimes the feedback initiates a new project.
Since this feedback has a tremendous impact, another role of my job is to find teachers who can actually give us accurate and
objective opinions to reflect on.
Since Asian countries are big markets for
self-study reference books such as grammar and vocabulary, my role as a Development Editor is to localize the current ELT
materials, mainly published by Cambridge
and New York offices. Our editorial team
performs market research first and then
decides which books to localize with marketing managers. Next, we discuss what to
revise in order to make the material more

26

IGSEans in Focus

박진희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에디터
영어교재개발학과 4기
jiniwahoo@igse.ac.kr

suitable for the Korean market. Localizing
usually involves incorporating translations and cultural appropriateness for the
Korean market. I participate in this overall
process of development by finding translators, editing their work, liaising with the
development teams in Singapore and Japan,
and providing feedback on the developing
product until it is published.
Besides localiz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Asia is looking forward to both
developing ELT materials targeting Asian
countries and targeting only Korea. For the
forthcoming plan, I also meet prospective
authors whose specialty is the Korean market and Korean learners and who would like
to publish their books through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us, I review their proposals and evaluate their sample materials
with our editorial team.
When I was hired, my direct superior told
me that I would be given six months training. Then a week later, I was given responsibilities and started working on a real project. That is when I realized how well IGSE
prepared me for this industry. The assignments and papers taught me how to manage my time and balance multiple projects
at the same time.
At IGSE, all the readings, summarizing, and reviewing give you the necessary
skills to do research. In addition, Analysis

and Development of ELT Materials courses
develop your analytical skills for analyzing and evaluating books. Furthermore, the
courses give you plenty of creative ideas
about how and what kinds of ELT materials
can be developed. I don’t need to go on and
on because I am absolutely sure that all of
the students of IGSE know what IGSE has
done for you.
When I was a student, I continuously
doubted my dedication to the program as
I took the last bus home at night, on Saturdays, and even Sundays. I asked myself,
“Am I doing the right thing?” And, even
though I didn’t have an answer at that time,
I do now. IGSE gave me the opportunity of
a lifetime and that opportunity has changed
my whole life for the better.
Since graduating from IGSE, I have begun
another journ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es Korea as a small market, but with
big potential. My goal is to help the Korean
office grow and become a publishing branch
with full editorial and production teams so
that ELT materials can be designed and developed only for Korea and in Korea. It will
take years to make my dream come true,
but I know that there is nothing impossible
as long as I never give up, which is the most
valuable lesson that I learned from IG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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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주최
‘2009 내셔널 스펠링비’
한국 결선 대회

본

교가 주최하고 영어교육 전문 기업 윤선
생영어교실(www.yoons.com)이 후원한

‘2009 내셔널 스펠링비(National Spelling Bee)’
한국대표 선발대회가 2월 25일 서울 센트럴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2회
째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전국 초등·중학교 예선
참가자 3만 5천 명 중에서 선발된 95명의 결선 진
출자들이 열띤 경쟁을 벌였다.
1925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 대회는 E. W. 스크
립스 컴퍼니(The E. W. Scripps Company)가 주
관하고 전 세계 280여 개의 후원사가 지원하며

에 고양 한내초등학교 4학년 서지원 양이 지난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10여 개국에서 매년 1천

해에 이어 올해도 최종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하는 세계 최

서지원 양은 오는 5월 28~29일 이틀에 걸쳐 미

대 규모의 국제교육 행사이다.

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미국 본선 대회인

스펠링비 본선 대회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된

‘2009 스크립스 내셔널 스펠링비(Scripps Na-

한국대표 선발대회는 특별 방한한 웹스터사의 총

tional Spelling Bee)’에 한국 대표로 참가, 전 세

괄편집인 피터 소콜로우스키(Peter Sokolowski)

계 10개국에서 선발된 본선 참가자들과 함께 최

가 출제단어를 내면 진출자들이 단어의 철자를

종 우승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한 자씩 또박또박 발음하는 대회 고유의 진행방
식으로 열렸다. 한편, 대회 행사장은 95명의 참

이날 행사에는 본교 박남식 총장이 환영사를

가학생을 비롯해 400여 명의 학부모들로 성황을

하고, 박명수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루어 영어공부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당일 오후 1시부터 4시간에 걸친 열띤 경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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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p Talk to the 2009
Spelling Bee Participants

Nahm-Sheik Park
President

G

ood afternoon, everyone. Welcome to

correct spelling via spoken communication

Korea’s second annual National Spell-

with your panel of judges. Which involves

ing Bee sponsored by International Graduate

a rather sophisticated level of audio-lingual

School of English in close conjunction with

navigation skills in English.

the Korean National Spelling Bee Committee
and Yoon’s English Academy.

I know that all of you have a very good
command of both spoken and written Eng-

As some of you may remember, our inau-

lish. I also know that you can all spell like no-

gural spelling bee was held right here in this

body’s business. Which would make it very,

room about this time last year. In the pro-

very tough for you to beat out your competi-

cess, we made history of some significance

tion today and get selected to represent Ko-

to English-language teaching in Korea and to

rea at the Washington event in May.

Korean-American educational interchange as

May the best contestant win. Whoever

well. And we were able to pick a pretty good

wins the honor this afternoon will hopefully

speller to represent Korea at the Scripps Na-

demonstrate to the entire world that a native

tional Spelling Bee in Washington, D.C., last

Korean “bee” is the genuine article, the real

May.

McCoy, a true hornet with a whopper of a

I hate to say this, but our performance in
D.C. last year was a tad shy of our expecta-

stinger. May he or she “float like a butterfly
and sting like a bee.”

tions. They say no man is his craft’s master

May this Korean representative end up get-

the first day. This being our second year,

ting crowned undisputed heavyweight spell-

however, I hope we do far better and literally

ing champion of the world in the mold of the

have a ball in the D.C. Grand Hyatt ball room

one and only Muhammad Ali. May he or she

come May. It may be a bit of a stretch, but

pack stinging jabs and knockout punches that

my hope is that today we come up with a su-

can floor all the competition in Washington,

per-speller, who can get to spellbind a global

D.C., stunning the whole English-speaking

audience on ESPN like no one else and get

world. Let there be no mistake: A mere buzz

Korea on the spelling-bee map of the world.

just won’t do this time around, thank you.

To me, the beauty of a spelling bee is the

Last, but not least, I should like to thank

balance that its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Mr. Peter Sokolowski for once again join-

strike between written and spoken English

ing our panel of judges, lending the aura of

competence. Admittedly, spelling is a writ-

Scripps National Spelling Bee authenticity

ten-language skill, first and foremost. To be

to our proceedings today. How about a big

a successful bee participant, however, you

hand for him? Thank you.

have to be able to negotiate your way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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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TTI

국제교사교육원(TTI)
◆TTI 영어교사 심화연수 3기 과정 종료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부속 국제교사교육원
(TTI)은 2008년 9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
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어
교사 심화연수 제 3기 과정을 시작하여 2009년
2월 25일에 6개월간의 심화연수 프로그램을 마
쳤다. 국내연수 프로그램에는 서울시교육청 소
속 교사 45명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58명
등 총 103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이번 연수 과정 중에는 국내연수뿐 아니라 해
외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경기도
소속 57명의 교사가 참여한 해외연수는 국내연
수 5개월 과정(650시간) 수료 후 진행되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약 80시간)은 미국 하와이
CAPE(The Center for Asia-Pacific Exchange)
에서 하와이 대학의 석학들을 모신 가운데 29
명의 연수생들이 참여하였고, 미국 텍사스에서
는 텍사스 대학 연합체인 TIEC(Texas Interna텍사스 연수 참가 교사들

tional Education Consortium)에서 28명의 연수
생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지난 2월 25일 연수생들의 귀국으로 종료된 TTI 영어교사 심화연수 과정은 5개월간의 국내연수
후 영어사용권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교수법, 영어회화, 현장실습 및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다.

◆2009년 사업계획
- 2009 봄학기 영어교사 심화연수 운영 (3~8월)
- 2009 가을학기 영어교사 심화연수 운영 (9~2월)
- 여름방학 대학위탁연수
- 겨울방학 대학위탁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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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09년 1월 23일, 장기심화연수 수료식에서 행한 박명수 원장의 인사말입니다.(편집자주)

Going back to school to meet your lovely students! How
does that sound? Are you ready for going to back to
your school? I always wondered but now know well that
teachers hate going back to school more than students
do. I know sometimes teachers need a big box of Tylenol
for those trying students and situations. Another teacher
survival kit may include animal crackers because you
want to eat them when you feel like your classroom is
a zoo. You may also need marbles to replace the ones

하와이 연수 참가 교사들

you’ve lost.
How was your five-month stay with us? The five months must have been a very, very tough time
to all of you. On behalf of the IGSE-TTI,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your contributions to this
five-month-long intensive teacher training program which I believe has been successful in providing
professional refreshment and upgrading your English proficiency.
All of you were here around five months ago because you wanted to be a better teacher, because you
knew well the importance of teacher training in your career, because you needed professional refreshment after a spell of wrestling with all the troubles
thrown up in the daily classroom encounter.
Better English education in Korea rests on your
shoulders because all of us know that you have the
power. That’s why you have been trained with us for
the past five months in a belief that Korean teachers
of English including you are fully capable of making a
difference. You have the power to make a difference.
Small changes to your daily teaching can add up
제 3기 장기심화연수 수료식

to big changes in helping to create a better English
education in Korea.

I hope and believe that all of you have learnt something for the past five months. I believe that IGSETTI has also learned a lot from your stay and your knowledge and your teaching experience. In addition, and most important I believe, I do hope that you have established contacts and made friends with
anyone at TTI who will be of future use professionally as well as on a personal basis.
With these words, on behalf of IGSE-TTI, I, once again,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your successful completion of Non-Residential Intensive In-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
Best wishes from all of us at IGSE-TTI to all of you.

31

IGSE KOTTI / IGSE 평생교육원

한국원격교사교육원(KOTTI)
◆ KOTTI 기관 소개
한국원격교사교육원(KOTTI)은 공교육 영어교사의 원격 연수를 위해 산학이 협동하여 설립한 영
어교사 전용 원격연수원으로, 국내 최초의 영어교육 전문 대학원대학교인 IGSE와 인터넷 원서
접수 국내 1위이자 국내 최대의 입시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Uway가 공동으로 구축하였
다. 앞으로 학교 현장 공교육 영어교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교수법 직무 연수 과정을 온라인으
로 제공할 예정이다.

◆ KOTTI 특징
KOTTI는 일반 원격교육원과는 달리 영어교사만을 위한 전용 원격교육연수원이다. 과정은 초, 중
등 영어교육의 필수 이론과 영어교육의 Hot Issue들로 구성되어 있고, 총 30개 과정 개발을 목표
로 진행하고 있다. TTI 내부 강사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의 우수영어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수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한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 2009년 사업 목표
-

원격교육연수원 기관 인가
영어교사 원격심화연수 기관 인가
원격교육연수 영어교수법 분야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기술 축적으로 인한 현장 교사가 필요한 회화 과정 자체 개발

평생교육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
공한다는 목표로 2008년 9월 26일 평생교육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였다.
개원 이래 현재까지 강동구청 직원 영어 연수 프로그램과 영국 캠브리지 대학으로부터 교육기
관으로 지정 받은 CELTA(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to Adults)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본 원은 지역 내 유일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으로서 평생교육의 핵심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3월 말 오픈할 예정이다. (http://edulife.igs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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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Research Center

영어교육 연구소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영어교육연구소가 작년 2008

크로티칭)을 제작하게 되

년 9월 26일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

었습니다. ‘신문 연재 초

작하였습니다. 연구소 출범에 격려를 보내주신 분

등학생용 영어 스토리 콘

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아래는 개소식 이

텐츠 개발’ 워크숍을 통

후 연구소에서 2009년 2월까지 진행했던 활동 목

해 소년한국일보에 2008

록입니다.

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우
리들의 영어 이야기>를 위

• 2008년 9월 26일: 워
 크숍 (대중적인 영어교육 전문서 출
간하기)
• 2008년 11월 27일: 간담회 (영어평가)
• 2008년 11월 28일: 워크숍 (대중적인 영어교육 전문서
편집하기)
• 2008년 12월 16일: 세미나 (영어평가)
• 2008년 12월 30일: 워크숍 (대중적인 영어교육 전문서
편집하기)
• 2009년 1월 8일: 인터뷰 (신문 인터뷰)
• 2009년 1월 12일: 간담회 (공공도서관과 영어교육 활동)
• 2009년 1월 13일: 강연 (매력적인 영어 선생님 - 최운영
TV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 2009년 1월 15일: 간
 담회 (사이버대학 영어교육 동영상
콘텐츠 개발)
• 2009년 1월 30일: 워크숍 (신문 연재 초등학생용 영어
스토리 콘텐츠 개발)
•2
009년 2월 4일: 간담회 (지역복지관 영어교육 프로그
램 개발)

위와 같은 전체 11회의 연구소 활동에 173명이 참
석하였고, 관련하여 행사 자료집, 회의록과 같은 성
과물을 얻었으며, 몇몇 행사의 경우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대학 영
어교육 동영상 콘텐츠 개발’의 경우, 간담회을 통하
여 본교 재학생들

한 후속 저자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지역복지관 영
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간담회는 본교 학생 동아
리인 IVY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2008년에 진행했던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영어 프로그램이 2009
년에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
동이었습니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영어교육연구소는 2008년
에 이어 2009년에도 ‘영어교육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영어교육 전문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2009년에 본 연구소에서 관심을 갖
고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 영어교육문고 시리즈 출판사업
• 사이버대학교 영어교육 강좌 동영상 제작사업
• IGSE-IVY ELT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 디지털 영어교과서 연구사업
• 신문 연재 영어교육 콘텐츠 제작사업
• 해외 대학과의 화상강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
연구사업
• 영어교육 전공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연구사업
• 영어체험/전용교실 연구사업

이 한국디지털대
학교 아동영어학

위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본 연구소로 연락 주

과에서 개설된 강

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영어교육 전문활동에 대한

좌 중 동영상 부

제안도 환영합니다.

분(여러 영어교수

이메일: research@igse.ac.kr

법을 적용한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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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소식
도서관 서가 이동
본 도서관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서가를 이동하였다. 분산되어 있던 국내외 신간저널과
과월호를, 영어교재 전시실로 활용하였던 곳에 함께 비치함으로써 한 곳에서 모든 저널 열람이 가능하
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영어교재 전시실은 벽면을 활용한 개방된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도서관 Pathfinder 서비스 개시
2009년 3월 2일부터 본 도서관은 Pathfinder(정보안내길라잡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Pathfinder(정
보안내길라잡이)란 관련된 분야의 정보원에 대한 초기 안내 길잡이로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따라 자
료를 구분하여 나열한 정보탐색도구를 말한다.
Pathfinder는 계간으로 도서관 뉴스레터에 실릴 예정이며 Pathfinder가 실린 뉴스레터에는 관련된 영
어교육 신간도서도 함께 소개된다.
Pathfinder 서비스를 통해 영어교육 전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IGSE PRESS

<WORDS TO LIVE BY> 출간
2008년 8월 5기 졸업생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처음 출간되었던
<Words to live by>가 2009년 일반인들에게도 소개되었다.
본교 박남식 총장이 직접 집필한 이 책은 2006년 신입생들에
게 학위수여식에서 ‘영어 속담집’을 선물하겠다던 약속을 지킨
것으로 증정용(비매품)으로 인쇄되었다가 2009년 3월 일반인
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Words to live by>의 인세는 전액 IGSE 발전기금으로 출연
될 예정이다.
판매가격은 4,000원이며, 시중 대형 서점, 온라인 판매 서점에
서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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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박남식 총장
출판사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출판부
발행일 | 2009년 3월 1일
쪽수 | 80쪽
정가 | 4,000원

TIP

IGSE FAQ
입학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본교 지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1 Do I have to be an English major to get in?

Q5 Once I’m admitted, can I change depart-

ments?

No.

Yes. You may do so at the end of the first
semester upon the approval of the department head.

Q2 What qualifications am I required to have to

be admitted?

IGSE is looking for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in an applicant:
- Those who are teaching at schools and
institutes in Korea and are interested in
improving their English as well as acquiring the latest skills and theories in ELT
- Those who will teach at schools and
institutes in Korea and are interested in
improving their English as well as acquiring the latest skills and theories in ELT
- Editors and those who are working in ELT
publishing who want to improve their
skills

Q6 How many applicants will be interviewed?

Approximately 50 applicants will be interviewed for each department.
Q7 What is the ‘IGSE Open House’?

The ‘IGSE Open House’ is a chance to visit
us and meet our professors, students, and
alumni. A recording of the event(in Korean) is
available on IGSE website.
Q8 Do you only recruit students for the fall

semester?

- Those who are interested in using the
latest multimedia in the creation of ELT
materials
- Those who want to innovate and contribute to English education in Korea

Yes.
Q9 If I have a job, do I have to quit? Do you have

night classes?

IGSE has day classes only. However, because
of the heavy work load, it will not be easy to
work and study at the same time.

Q3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 second

round(interviews)?

There are two interviews: one in which you
will be asked questions concerning the materials you have submitted, another in which
your English level will be tested.

Q10 What are some of the key points about IGSE

student admission, that I should know?

- Undergraduate majors in all fields are welcome. There is no preference given to English
majors.

Q4 How many students do you admit each year?

- We do not consider the age of the applicants.

The Two department admit 50 students.
IGSE policy provides that, in addition to the
regular enrollment, additional enrollment of
up to 10% of the quota is available for foreign
applicants. Definitions of nationality and
country of residence for foreign applicants
are based on IGSE policy.

The selection committee in most interested
in the ELT experiences, achievements, and
interests of all applicants equally.
- All applicants must be able to effectively
communicate and understand lectures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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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해외 전공 연수
2009년 해외 전공연수에 영어지도학과 16명, 영어

News & Events

교재개발학과 14명의 재학생이 참여하였다. 영어지
도학과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University of
Hawaii에서, 영어교재개발학과는 영국 University of
Chichester에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연수가 진행
되었다. 연수비용은 학교에서 절반을 지원하며, 이번
하와이 전공 연수에서도 2006년 5월에 본교와 학술
교류협정을 맺은 서울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학생 4
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 본교 정현숙 교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본교 영어지도학과 정현숙 교수는 풀브라이트 장학
금(Fulbright scholar grant)을 받고 2009년 9월부터
일 년간 미국 하와이 대학(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의 연구교수로 활동할 예정이다.

● 본교 정영국 교수「옥스포드 영한사전」편역
본교 정영국 교수 편역으로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가 2009년
1월 국내에서 출간되었다. 총 2,005페이지로 구성
된 이 사전은 전 세계 3,500만 명 이상이 애용하
는 ‘혼비 영영사전’ 최신판(제7판)의 한국어판으로도 유명하다.
제목: 옥스포드 영한사전(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편역자: 정영국, 조미옥
출판사: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페이지수: 본문 2,005페이지 + 부록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부속 한국원격교사교육원(KOTTI) 정식 출범
2008년 12월 1일 한국원격교사교육원(이하 ‘KOTTI’)이 정식 출범하였다. KOTTI는 국내 최초 영어교사 전용
원격교육연수원으로, 국제교사교육원(TTI)의 교사 교육 1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KOTTI는 교
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고, 영어교육을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커뮤니티의 새
로운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웹주소: www.kotti.or.kr

연락처: 02-6477-5151(담당자: 김준수)

● 본교 영어지도학과 4기 이혜원 동문 미국 대학에 박사과정 유학
본교 졸업생인 이혜원 동문이 미국 Iowa State University로 5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박사과정 유학길
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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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동정
정현숙
ㆍ(2009, March). The effectiveness of intensive in-service language teacher training programs on enhancing EFL teachers’
language abilities.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Denver, CO.
강연
ㆍ영어 듣기 지도(2009년 1월, 중등 영어과 1·2급 정교사 자격연수, 서울
특별시 교육연수원)
활동
ㆍ영어지도학과 해외 전공연수 인솔(2009년 2월 2일-18일,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박명수
논문
ㆍ(2008). Foreign language classroom speaking anxiety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ALAK 24(3)
ㆍ(2009). Korean University Students’Listening Comprehension in
American and British Englishes. KATE 64(1)
발표
ㆍ(2009, March). The effectiveness of intensive in-service language teacher training programs on enhancing EFL teachers’
language abilities.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Denver, CO.
활동
ㆍ제2회 한국 National Spelling Bee 한국결선대회 심사위원
ㆍ서울신문 주말판 신문 “We랑 외국어랑 놀자” 영어회화 칼럼 연재
강연
ㆍ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특강, World Englishes (2008. 12. 3)

정영국
강연
ㆍ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특강, ‘연세 한국어 사전’과 영영 사전의 비
교 (2008. 11. 18)
출간
ㆍ정영국. 조미옥 (공동편역). 2008. 「옥스포드 영한사전」(2008), 옥스
포드 대학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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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술 및 전문 활동
한국 응용언어학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본교
재학생 발표 및 수상
2008년 12월 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응용
언어학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본교 재학생 15개 팀
이 발표하여 3개 팀이 수상을 하였다. 포스터 세
션에서는 안선욱(영어지도학과 6기) 학생이 최우수
상을, 김소원(영어지도학과 6기), 박순, 최승용, 황
보홍인(영어교재개발학과 6기) 학생이 우수상을 공
동 수상하였으며, CALL Fair에서 박선민, 홍희경(
영어지도학과 6기) 학생이 최우수상을 공동으로 수
상하였다.
<Poster Session>
1. 안
 선욱(영어지도학과 2학년) *최우수상 수상
Material for Nursing English
2. 김
 소원(영어지도학과 2학년), 박순, 최승용, 황보홍인
(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 *우수상 수상
Pazzle English(Grammar Book)
3. 윤
 정인, 박서현(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
A Collection of English Language Activities
through Science Experiments
4. 양현, 최보년, 김우중, 원용국, 이선은(영어교재개발
학과 2학년)
A Diary-style Writing Coursebook with Tasks
Customized for an Overseas English Camp
5. 고
 순미(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
A Self-study Book for EFL Elementary School
Teachers
6. 임
 상애(영어지도학과 2학년)
A Strategy-Based Approach to Facilitating L2
Listening Comprehension
7. 박미혜(영어지도학과 2학년)
Analyzing and Evaluating Internet English
Dictionaries for Korean EFL Learners
8. 김
 현정, 김현수(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
Analysis of Current Commercial English Proficiency Tests
9. 정다운, 오승희(영어지도학과 2학년), 송민정(영어교
재개발학과 2학년)
Developing a Material for Building Lexical
Information through Concordance
10. 김
 현우(영어지도학과 2학년)
Students’Response to Peer and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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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in L2 Writing
11. 김
 옥길(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
Developing Reading Material for Young Learners:
Readingholic
12. 정세연(영어지도학과 2학년), 정유진(영어교재개발
학과 2학년)
Practical English Speaking Course for Studying
Abroad Using Video Materials
<CALL Fair>
1. 박선민, 홍희경(영어지도학과 2학년) *최우수상 수상
Promoting Multiple Sensory Use in Phonics
Learning through the Internet
2. 유소정(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
Using Mind Mapping Software for L2 Writing
3. 강상미(영어지도학과 2학년)
Learners’Perception on Learning Grammar and
Using Video Materials in EFL Grammar Classroom

한국 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발표
2008년 12월 1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한
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본교 재학생 및 졸
업생이 발표를 하였다.
1. 송
 민정(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
Localizing Follow-up of INSET Programmes
2. 원용국(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
The Effectiveness of Semantic Word-mapping vs.
Word Lists on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English Vocabulary Growth
3. 김
 재범(영어지도학과 2학년)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for Peace in the
Glocalizing World
4. 김
 수현(영어교재개발학과 5기, 현 IGSE TTI 기획팀
근무)
단계별 읽기 교재(Graded Reader)에 나타난 읽기
이해 문항분석
5. 이보경(영어교재개발학과 3기,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학과 박사과정)
Korean Learners’Article Errors: Different
Evidences Between Computer Learner Corpora
and Cloze Tests

● 학생 학술 및 전문 활동

6. 양
 현(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
초등학생 대상 침수식(submersion) 해외 영어캠프의
효율성연구
7. 박순(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
뇌과학적 접근에 기초한 영어 어휘 학습 지도 방안
8. 유
 소정(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
Design of Task-Based Business English Class
Based on Needs Analysis

논문 발표
ㆍ한국 사전학 제12호에 본교 재학생 박순, 김옥
길, 원용국(영어교재개발학과 2학년)의 논문 3편

1. 박
 순. (2008). 중, 고등학생을 위한 단계별 영어 사
전 사용 교육 방안. 한국사전학 제12호, 120-154.
2. 김옥길. (2008). 영어 사전 사용 사례 연구: 7세 아
동의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제12호,
155-184.
3. 원
 용국. (2008). 시디롬 전자사전을 활용한 고등
학교 영어 어휘 교재 개발. 한국사전학 제12호,

글로벌영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본교
재학생 발표
2008년 12월 6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글로

209-254.

벌영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본교 재학생 3개 팀
이 발표를 하였다.

ㆍ한국응용언어학 24호에 본교 영어지도학과 5기
김은정 동문의 석사 논문이 게재되었다.

1. 이
 혜진, 양은미(영어교재개발학과 1학년), 김은경(영어
지도학과 1학년)
How to adapt CLL in the Classroom
2. 오승희, 이다솜(영어지도학과 2학년)
Improvi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communicative skills by promoting meaningful
interaction through using webquest
3. 박
 희경(영어지도학과 2학년)
Examining Korean EFL learners’word usage
based on a learner corpus and enhancing
authenticity through a native corpus

 im, Eun-jung. (2008). An ESP course for
K
nursing college students: Needs analysi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4(3), 349-372.

ㆍ이중언어학 39호에 본교 영어교재개발학과 김영
지(7기) 학생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김영지. (2009). The challenges of translating Korean honorific forms into English and French. 이중
언어학 39, 25-51.

도서 출간

한국영어학회 학술대회에서 본교 재학생 발표

ㆍ본교 영어교재개발학과 1학년 박지호 학생이 2명

2008년 12월 1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열린

의 저자와 공저로 ‘영어몰입 과학 교과서(English

한국영어학회 학술대회에서 본교의 재학생이 발

Immersion Science)’와 ‘영어몰입 수학 교과서

표를 하였다.

(English Immersion Math)’ 2권을 출간하였다.
지은이 | 박지호, 이동휘, 류문하
펴낸곳 | 다산출판

1. 김
 은하, 김지현(영어지도학과 1학년), 안중민, 이선미
(영어교재개발학과 1학년)
Teacher’
s and Students’
s Perception on the 7th
Curriculum and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2. 오
 승희(영어지도학과 2학년)
The Relationship among Motivation, Anxiety and
Foreign Language Listening Comprehension i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3. 박
 선민(영어지도학과 2학년)
Korean and European Teenagers’English
Perception in English Immersion Program

발행일 | 2008년 11월 3일

ㆍ본교 영어교재개발학과 3기 졸업생인 임미정, 정
혜영 동문이 ‘위아텝스 실전모의고사’를 출간하
였다.
도서명 | 위아텝스 실전모의고사 - 강의와 자습을 위
한 최고의 텝스 실전교재
저자명 | EMD Media
출판사 | 위아북스
*편집자주 : E
 MD Media 는 3기 영어교재개발학과 동문들이
모여 설립한 출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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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재되었다.

2009학년도 가을학기

대학원 전액 장학생 모집
1. 모집 학과 및 인원(일반전형)
계열

학과

모집 인원

비고

인문 사회 계열

영어지도학과
영어교재개발학과

석사과정 50명

전학기 전원 장학생

2. 특전 및 학위과정 특징
(1) 전원에게 4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 지급
(2) 재학 기간 중 해외 전공연수 지원
(3) 재
 학 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졸업 후
해외 유명 대학에 박사과정 유학시 적극 지원 예정
(4) 매 학기 주당 10시간의 영어회화(3학점)와 영어작문(3학점) 수강
3. 지원자격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09년 8월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4. 전형일정
(1) 원서접수 : 2009년 4월 27일(월) ~ 5월 6일(수) 24시 마감
(2) 2차 전형 : 2009년 5월 23일 ~ 5월 24일(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인터넷 문의 www.igse.ac.kr / 입학 희망자 게시판
■ 입학 상담전화 080-804-0505(수신자 부담)

대표전화 (02)6477-5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