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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s Note
Dear AGORA Readers,
We’re delighted to bring you another
volume of AGORA this year. This volume
is another wonderful example of our
sincere and collaborative willingness to
change and innovate IGSE to prepare
the future of ELT in Korea and overseas.
You will see the uncompromised quality
that has defined the IGSE style from our
articles about the new IGSE curriculum,
phonics, and language testing to various
ELT issues in and out of IGSE. From
this year we will endeavor to put down
the roots of IGSE firmly and keep
sustainability in order to claim a permanent perch atop global ELT. Finally, big
thanks to the AGORA editorial team for taking the helm of this volume.
Until next time, see you in print, on the web or on your smart devices!
Everywhere!
Sincerely,

President

From the Editors
Welcoming the IGSE’s curriculum reform
for 2016, we, the AGORA editorial team
unfolds the master plan of IGSE with
full of excitement. In the feature article,
new initiatives and objectives for the new
curriculum are detailed in both Korean
and English. In addition, two topics that
AGORA is focusing on —phonics and
language testing—are highlighted in
the Topic Focus section. Furthermore,
various ELT issues in and out of IGSE
are reviewed. We hope the readers find
all the articles informative and useful. Our deepest appreciation goes to all the
contributors, especially to the invited editor, Jooyoung Lee.
Kwihyun Nicole Kim
Editor-in-Chief

Young Shil Kim & Yeon Joo Moon
Student 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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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IGSE’s New Initiatives &
Curriculum Reform

1. 국
 제영어대학원대학교의 2016 교육과정 개편:
‘영어교육 1인 기업’ 양성

2. IGSE 2016 and Ahead:
Building ELT Entrepreneurs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의 2016 교육과정 개편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의
2016 교육과정 개편:
‘영어교육 1인 기업’ 양성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는 2002년 5월, 윤선생영어교실의 설립자 윤균 회장이 영어교육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설립한 학교이다. 영어지도학과와 영어교재개발학과, 두 과로 운영
되는 본교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영어교육 전문가를 매년 50명씩 배출해서 우리나라 영
어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여 2년 동안 공부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교 이래 2015년 8월 현재까지 475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본교는 2016년 9월부터 크게 변화
될 예정으로 학교 역사상 가장 획기적으로 개편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입학생 전원 전액 장학금 지
원에서 50%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은 본교를 둘러싼 내외
부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아고라 팀은 본 기획 기사를 통하여 금번 교육과정 개편의 배경과 그 방법, 개편한 교육
과정의 내용과 특징,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편의 배경
금번 교육과정 개편의 배경에는 개교 당시에 비해 급변한 외부 환경에 대한 인지와 이 변화된 환경에 현 교육 과
정의 목표와 인재상이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 2002년 개교 당시 본교의 인재상
은 ‘영어를 잘하는 영어교육 전문가’ 였다. 이를 위하여 전일제 수업 운영, 63학점 이수, 주 10시간에 달하는 영어
구사력 수업 필수 수강, 다양한 영어교육 전공과목 수강을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으로 삼았다. 그래서 대학에서 영
어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엄격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영어교육 전문가로 재탄생 시키는 것
이 목표였다.
이러한 본교 교육과정은 개교 당시부터 영어교육계의 MBA로 불릴 만큼 획기적이었고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일반 대학원의 석사과정이나 교육대학원은 직장과 병행을 하며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
으로 낮은 수업 시수와 이론 위주 수업에 갈증을 느끼던 학생들에게 본교는 크게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사회 경제
구조는 급변하고 있고, 특히 인구 구조와 노동 시장의 변화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 전문가의 인재상 또한
변하기 시작했다. 또한 다양한 매체의 출현과 발전으로 인하여 ‘영어교재’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 14년간 본교는 매 2년마다 교육과정 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전일제 수업 및 타 학교에 비해 높은 이수 학점이
라는 기본틀은 유지했기 때문에 큰 변화를 꾀하지는 못했다. 이에 금번 개편을 통해 본교 인재상과 교육과정의 특
징을 재고하고 강점과 개선점을 도출하는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십 년을 대비하는 자양분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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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편 및 발전계획 수립
본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교육과정 개편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이를 위하여 실
무자와 세 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구성된 교육과정개편위원회를 조직하고, 세 차례에 걸친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
하여 요구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영어교육 석사 과정을 분석하여 벤치마킹과 본교의 비교
우위점을 도출했고 본교 내외국인 교원이 모두 참여한 교수회의를 최종적으로 개최하여 새로운 발전계획과 이에
따른 인재상과 교육과정을 확정했다.
교육과정개편
위원회 구성
•교무처장 등
실무자

요구 조사

벤치마킹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졸업생, 재학생
의 포커스 그룹

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정

•타 대학
영어교육
석사 과정 조사

포커스 그룹은 다양한 영어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동문 집

•높은 수업 시수

단, 2015년 현재 재학중인 재학생 집단, 그리고 재학생 중 초등
교사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세 차례의 면담을 통해 강점과 개선
점이 도출되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수업 시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준비, 유.초등 지도 과정, 동문 네트워크 강화와 관

•쓰기와 말하기 과정

강점

•전일제 수업
•유.초등 지도 과정 부족

을 배양할 수 있는 점은 만족스러우나 개인 연구 및 프로젝트에

병행하기 힘든 부분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

•세계 유일의 영어교재개발 학과
•높은 강의의 질

개선점에 동시에 꼽혔는데 2년 동안 막대한 양의 학습으로 실력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전일제 수업으로 학업과 직업을

•이론 모듈
•다양하고 고유한 이론 과목

련된 내용들이었다. 63학점의 기본 졸업 요건은 본교의 강점과

집중하고 졸업 후 진로와 연결하여 실습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교수 회의

개선점

•소그룹 프로젝트와 실습 기회
-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준비
•인적 네트워크
•학업과 직업 병행 어려움

었다. 실제로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영어교육 석사 과정의 졸업
을 위한 이수 학점은 평균 30학점 내외인 반면 본교는 2배가 넘는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소그룹 프로젝트와 실습 기회를 증대시켰으면 하는 요구는 꽤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제
시되었는데 재학생의 자발적인 운영에 기대하기보다 교육과정으로 제도화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동문간의 네트워
크를 활용하여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점은 다변화되고 전문적으로 심화하는 학생의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막연한 영어 실력 향상과 전공 지식의 함양을 뛰어넘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
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 본교 인재상과 교육 목표는 시대상과 수요자의 요구 변화에 따라 개선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
이에 따라 강점은 극대화하고 개선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계획, 인재상, 교육과정을 수차례의 집중적인
교수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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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의 2016 교육과정 개편

새 발전 방향과 운영 방안
새로운 발전 방향에 따른 인재상, 개정된 교육 과정, 그리고 학생 지원 프로그램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인재상: 영어교육 1인 기업
본교는 사회 변화에 유능하게 대처하고, 탄탄한 영어실력, 이론 및 실무를 모두 겸비하여 자립적인 연구 혹은 실무
활동이 가능한 창의적 전문가, 즉 ‘영어교육 1인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새로운 모토와 발전 방향으로 세웠다.

‘영어교육 1인 기업’이란?
본교에서 정의하는 ‘영어교육 1인 기업’은 영어 실력과 영어교육 이론, 실무 능력을 겸비한 영어교육 전문가로 창의
적 아이디어 및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개척하고 개인 브랜드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영어교육 발전
에 기여하는 인재이다. 「UN 미래보고서 2045」(글렌, 2015)에 따르면 근접한 미래에 많은 직업과 기업들이 사라지
고 그 자리를 대신해 ‘1인 기업’이 활약하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인 창조 기업’을 육성하고
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1인 창조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1인 창조 기업’은 창의성
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어교육
1인 기업

영어 실력

전공 지식

실무 능력

•매 학기 영작문 수업
•영어 스킬 모듈 수업

•현장 실습 프로그램
•모의 창업 프로그램

•특화된 전공 과목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공 과목

여기에서 ‘1인 기업’이 반드시 창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직 교사 혹은 강사일지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
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책 또는 콘텐츠를 출간하고 영어교육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개인
브랜드를 창출해 간다면 ‘영어교육 1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영어 교사, 강사, 대학 교
수도 충분히 ‘영어교육 1인 기업’에 속할 수 있으며 1인 출판사, 영어교육 벤처기업은 물론이고 소규모 영어학원,
영어 공부방을 전문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영어교육 1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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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과 학사운영 개정 방안
본교의 2016 교육과정은 ‘영어교육 1인 기업 양성’을 목표로 삼아 기존 교육과정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개선점은
보완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두었다. 새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개정 초점

상세 내용

관련 과목
<Writing Courses>


일반적인
글쓰기, 말하기가
아닌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과목으로 모듈화
● 
글쓰기: 학기별 1단계씩, 4단계
로 완성
● 
말하기: 일반적인 회화 수업이
아닌 토론, 발표, 듣기와 말하기
등으로 전문화
●

1

영어 과목
전문화, 모듈화

●
●

강점 부각
개선점 보완

1. Writing Fundamentals
2. Academic Writing
3. Refining Academic Writing
4. Professional Writing
<Skills-Focused Modules>

1. Current Events & Discussion
2. Storytelling
3. Public Speaking
4. Listening & Speaking

교수법 이론을 실제 교수 환경에
손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1. Adapting & Incorporating
Authentic Materials
2. Classroom Dynamics
3. Literature & Language Learning

개선점 보완

연구, 출간, 창업 등 개인의
관심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 소규모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1. ELT Academic Activities
2. Publishing Books
3. ELT Activity Development
4. ELT Business Start-Up

강점 부각

파닉스 최신 연구의 강화 및
현장 적용 확대

1. 리터러시와 파닉스
2. 파닉스 지도
3. 파닉스 연구

●

강점 부각

주요 이론 과목을 세분화하거나
통합하여 정비

1. 영한대조분석 및 영문번역
2. 드라마 기법을 활용한 영어 교육
3. 교육영문법
4. 교재개발학과 교과목

●

개선점 보완

재학 중 실습 경험을 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의 신설

자격증 과정

강점 부각
개선점 보완

시의성에 맞는 다양한 매체의
영어교재개발과 분석을 위한
과목 보강

1. 디지털 출판
2. 앱북 개발

2

교수법 모듈
유지

●

강점 부각

3

전문성 개발
모듈 신설

●

4

파닉스 (문해)
전문 과목 신설

●

5

이론 과목
재정비

6

실습 관련
과목 신설

7

교재개발학과
과목 강화

8

유 초등
특화 과목 신설

● 

●
●

●

●

개선점 보완

학생의 연령을 고려한 교수법
성인 중심 교육과정 탈피

● 
● 

유 초등 영어지도 실습
●

위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사운영 방향도 수립되었는데 졸업 이수 학점 축소, 복수 전공제 신설,
그리고 수강 신청의 유연성 강화가 대표적이다. 졸업 이수 학점은 63학점에서 45학점으로 조정하여 개인 연구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마련했다. 그러나 높은 수업 시수와 학습 강도를 본교의 강점으로 여기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수 전공제도를 신설하였다. 63학점을 이수하고 복수 전공하고자 하는 과의 전공 필
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을 수강하여 졸업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 글쓰기 과목과 영어 모듈 과목 수강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타 과 전공과목 수강의 학점 제한을 폐기하여 수강 신청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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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2016 교육과정
과목의 특성에 따라 공통 필수,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공통 선택으로 구분 지은 개정 교육과정의 전체 교과목
목록이다. 전공 과목은 IGSE의 두 개 학과—영어지도학과와 영어교재개발학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Writing Courses
1. Writing Fundamentals
2. Academic Writing
3. Refining Academic Writing
4. Professional Writing

공통 필수
학과
상관없이
필수 수강

ELT Modules
<Skills-Focused>

1. Current Event & Discussion
2. Storytelling
3. Public Speaking
4. Listening & Speaking

ELT 학술정보 활용
ELT 학술정보 활용 1

Professional Development
Modules
1. ELT Academic Activities
2. Publishing Books
3. ELT Activity Development
4. ELT Business Start-Up

<Contents-Focused>

5. Adapting

& Incorporating
Authentic Materials
6. Classroom Dynamics
7. Literature & Language Learning

영어지도학과 전공
전공 필수

영어교재개발학과 전공

논문 연구 1 / 작품 연구 1
논문 연구 2 / 작품 연구 2

영어교재론 A
영어교재분석 및 개발 A/B
논문 연구 1 / 작품 연구 1
논문 연구 2 / 작품 연구 2

전공 선택

영어교수의 원리
기초통계
영어교수 방법론
연구방법론
제2언어 습득론
영어 읽기 및 쓰기 지도
유초등 영어지도 실습
영어지도실습

영어교수의 원리
디지털 출판
영어교재 디자인
영어사전 개발 및 활용
영한대조분석 및 영문번역
앱북 개발

공통 선택

정보통신기술 활용
영어학과 영어교육
교육영문법
영어교사를 위한 음성학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드라마 기법을 활용한 영어교육
영어교육과 어휘 학습
영어평가론
영어교육과 경영
영어교재론 B

리터러시와 파닉스
파닉스 지도
파닉스 연구
자격증 과정
ELT 학술정보 활용 2
영어교육 봉사활동 1
영어교육 봉사활동 2
영어교육 봉사활동 3
영어교육 봉사활동 4

해당 학과
필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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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Courses

Contents-Focused
Modules

4학기에 걸쳐 필수로 수강하는 체계적인 작문
수업으로 글쓰기의 기본부터 단계적 학습이 가능

교수법 이론을 실제 교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상세 과목>

<상세 과목>

1. Writing Fundamentals
2. Essay Writing
3. Refining Academic Writing
4. Professional Writing

1. Adapting & Incorporating Authentic
Materials
2. Classroom Dynamics
3. Literature & Language Learning

영어사전 개발 및 활용
Developing and Using Dictionaries
학습과 교수자료로써 사전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탐구

기초 통계와 연구방법론
Intro. to Statistics & Research Methods
논문 작성에 필수인 다양한 연구 방법의 기초와 응용
을 체계적으로 지도

IGSE’s
Signature
Courses

파닉스(문해) 전문 과정

자격증 과정

Phonics Courses

Certificate Courses

문해 전문 과목으로 기본 이론, 응용, 연구의
세 과목으로 구성

IGSE 교육원의 민간 자격증 과정 수강을 통해 자격증
취득은 물론 학점까지 인정

* 파닉스 전공 장학생 *
전액 장학생으로 소속 학과의 필수과목 이외에
파닉스 관련 과목 세 개와 유•초등 영어지도실습
과목을 필수로 수강하고 파닉스 관련 주제로
석사 논문/작품을 작성함. 해 마다 5명 이내 선발
예정

<자격증 종류>
1. 미용영어 전문가
2. 병원 임상 영어 전문가
3. 영어독서 지도사
4. 체육영어 지도사 등

* 2016년 가을학기부터 개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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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Focused
Modules

Professional
Development Modules

단순한 회화 수업이 아닌 대학원생에게 요구되는
수준 높은 영어구사능력 배양

개인의 관심사와 졸업 후 진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발전시켜 전문성을 개발

<상세 과목>

<상세 과목>

1. Current Event Discussion
2. Storytelling
3. Public Speaking
4. Listening & Speaking

1. ELT Academic Activities
2. Publishing Books
3. ELT Activity Development
4. ELT Business Start-Up

언어학, 언어 습득론,
교수법 등 기본 과목
외에 IGSE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고유한 과목

드라마 기법을 활용한
영어교육
Drama Techniques for Language
Learning
과정극을 통한 창의적인 영어지도 실습

교육영문법
Pedagogical Grammar
이해 중심 접근의 새로운 문법 지도법을 제시하고
연습

ELT 학술정보 활용

영어교재개발학과 과목

ELT Information Literacy

Courses for Materials Development
Department

영어교육 관련 정보의 체계적 검색, 관리, 활용법
탐구

영어교육 봉사 활동
ELT & Social Service

다양한 매체의 영어교재를 분석하고 개발
<상세 과목>
1. 영어교재론
2. 영어교재분석 및 개발
3. 디지털 출판
4. 영어교재 디자인
5. 앱북 개발

지식의 사회환원을 몸소 실현할 수 있는 영어교육
관련 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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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지원 프로그램
새로운 인재상인 ‘영어교육 1인 기업’ 양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우수한 교육과정의 마련은 물론 체계적
으로 학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입학 전, 재학 중, 졸업 후의 단계별로 맞춤 지원이 이뤄지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기

1

2

3

10

AGORA

입학 전

프로그램

내용

신입생 예비 과정

전공 불문인 본교의 특성상 신입생들이 전공 수업
및 학교생활에 적응하 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재학생
강사진으로 구성된 신입생 예비과정 강사단을 구성하고
영어교육 기초 과목 교육 및 학교 생활 안내를 하는
신입생 예비 과정을 매년 운영함. 교육 시간은 1일
4시간으로 4일간 운영하며 시기는 입학 전 8월 초임.

재학생 관심 분야 및
희망 진로 조사

신입생 입학 후 첫 학기에 학생들의 및 희망진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도교수 상담, 선후배 멘토링에
활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심사 및 희망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상호 교류하고 공동 프로젝트 혹은 연구를
진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함.

지도교수 배정

학과별로 지도교수 배정을 통해서 과목 수강, 진로 계획,
학교 생활 등에 대해서 수시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함.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1,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을
멘토-멘티로 그룹을 지어서 경험이 있는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들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졸업생 멘토링 프로그램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 중에서 각 분야별로
재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는 졸업생을
모집하 여 정 보를 공 유 하고 이끌 어 줄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함.

재학 중 실습기회 제공

교 육 원 에 서 운영 하 는 다 양 한 어학 수 업 및 연 수
프로그램에 강사 혹은 과정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내 공모전을 통해서 교육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설할 수 있고 사업 아이템이 있을
경우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

졸업생 전문가 그룹 활동

졸업 후에는 영어교육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동문 활동이 있으며, 동일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은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정보 공유 및 상호 지원을 하는 동문 네트워크를 구성함.

재학 중

졸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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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교수학생지원센터>
본교의 학생 관리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의 중심에 <교수학생지원센터>가 있다. IGSE 교수학생지원센
터는 창의, 도전, 봉사 세 가지를 핵심 가치로 하여 재학생의 영어교육 1인 기업 양성과 영어교육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교수의 교수 능력 향상을 목표로 창업 지원, 취업 정보, 진로 상담, 취업 교육, 학생 상
담, 교수 학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교수 학생 지원 범위
1) 커리어 개발 지원: 창업/취업 교육 제공, 창업/취업 동아리 운영 및 영어교육 공모전 개최, IGSE 네트워
크 등을 통해 재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영어교육전문가 또는 1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교수 지원: 대학원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적 향
상을 도모
3) 학생 지원: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특강 제공은 물론 학업, 대인관계, 진로탐색 및 정신적 문제 등의 상
담을 통해 보람 있고 행복한 대학원 생활을 보내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변
화와 성장을 지원

■ 교수 학생 지원 상세업무
커리어 개발 지원
창업
특강 운영
지원
•영어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IGSE 네트워크
활성화

취업

•창업

•면접

•창업동아리

•CEO/임원/인사

워크숍

담당자 초청 취업
특강
•취업 동아리 지원
•취업 통계 조사
•기업체 채용 정보
•취업 가이드 작성
•관련 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
•미 개척 분야 발굴

교수 지원
•교수

워크숍

•강의컨설팅

운영
•Teaching fellow
•Flipped learning
지원
•연구 지원

학생 지원
학생 지원
작성 특강
작성 특강
•학습 공동체
•Learning fellow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정보통신기술 지원

상담

•보고서

•학생상담

•발표자료

•성폭력,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 특강
•진로상담, 학습상담
•1:1 취업상담 운영

이상으로 본교가 수립한 새로운 발전 계획과 이에 따른 인재상, 교육과정, 학사 운영 방안, 학생 지
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금번 개편은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고자 하는 본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전문적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
육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에 두었다. 이러한 변화를 또 다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본교가 영어교육
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글렌, 제롬 (2015). 유엔미래보고서 2045. 서울: 교보문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 2015. 2.3. 법률 제 13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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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of the

New IGSE

IGSE와 다른 영어교육 대학원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IGSE는 국내 최초 “영어교육 1인 기업” 양성 전문대학원으로 영어지도학과와 세계 유일의 영어교재개발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내외국인 교수진과 본교에서 자체 개발한 스킬 및 실습 중심의 모듈 수업, 영어교육 전문 도서관 운영 등
타 영어교육 대학원과는 분명한 차별화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IGSE는 석사
학위 취득을 넘어 영어 실력과 전공 지식, 그리고 실무 능력 모두를 겸비한 영어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기관입니다.

WHY

IGSE는 ‘왜’ 교육과정을 개정하나요?

창조화 시대에는 영어실력과 이론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 지식, 실무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개척하고 개인브랜드를 만들어 갈 영어교육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IGSE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영어교육 1인
기업” 양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학생 중심의 유연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실습 및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
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WHO

IGSE에 ‘누가’ 지원하면 좋을까요?

IGSE는 학부 전공을 불문하고 영어교육에 열정이 있는 사람, 학위나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개발과 실
력 향상을 더 중요시하는 “영어교육 마니아”를 위한 곳입니다.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또는 직장인, 지도자로서
전문성을 키우거나 자신의 저서를 갖고자 하는 교사나 영어강사, 영어교육 관련 창업을 계획하거나 영어교육 전공으로 해
외유학을 희망하는 미래의 학자 등 모두가 IGSE를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WHEN

IGSE의 개정 교육과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IGSE의 새 교육과정은 2016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오는 4월에 가을학기(전기) 신입생 50명을 모집하고 필요
시 2016년 10월 경에 추가 모집할 계획 입니다.

WHERE

IGSE 졸업생들은 ‘어디’로 진출하나요?

IGSE 졸업생들은 영어 교사(초•중고 교사, 어학원 강사, 대학교 강사/교수) 또는 영어교재 개발자(출판사, 영어교육 회사,
영어 학원,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창업(어학원, 공부방, 영어교육 콘텐츠 제작사, 통번역 회사) 혹은 국내외 박사과정
진학 등을 통해 다양한 영어교육 분야로 진출하여 자신만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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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2016 and Ahead:
Building ELT Entrepreneurs
Since its foundation in May 2002, the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IGSE)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a highly specialized academic incubator for ELT professionals. It all started with the founder
Kyoon Yoon who wished to share his company profit earned from the English education business by
educating and fostering ELT experts who would share their expertise with the community, ultimately
contributing to better English education in Korea. Each year for the last 14 years, 50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the two-year full scholarship M.A. program and by August 2015, IGSE had
produced a total of 475 graduates who are shaping the future of English education in and outside of Korea.
In an attempt to effectively respond to current market expectations and secure its long-term
competence, IGSE has undertaken a major curriculum reform taking effect in Fall 2016. The renewal
process involved critical assessment of the existing academic and administrative structures, processes
and services, followed by formation of the school’s new strategic direction. With the newly established
mission to build “ELT Entrepreneurs,” the reformed curriculum focuses on improving student
engagement opportunities that enable exploration of individual entrepreneurship. Courses will be made
more accessible with more practical choices, and integral and experiential learning opportunities will be
expanded. In order to secure financially-sustainable mechanisms and ensure ongoing effectiveness of
university operation, IGSE plans to reduce its initial scholarship offering down to 50% of the tuition fees,
starting with students commencing from Fall 2016. The changes being implemented this year will clearly
articulate IGSE’s solid philosophical foundation and demonstrate its commitment to continue the ongoing
evolution and delivery of high-quality curriculum.

Departments
IGSE comprises two departments designed to promote academic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innovation of both practicing or prospective English language teachers and materials developers.
Following is a brief introduction of each department’s missio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DELT)
The ELT Department offers a Master of Arts in TESOL. Its mission is to provide training in various theoretical
aspects of English teaching and linguistics, and to provide effective teaching aids and resources to improve
English language educators’ teaching practice. By cultivating their research skills, students can independently
investigate various issues discussed in the field of ELT and seek solutions for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classroom.

Department of ELT Materials Development (DEMD)
IGSE is the world’s only postgraduate institution that offers a Master of Arts in ELT Materials Development.
The EMD Department aims to evaluate the present state of ELT materials in Korea, and to foster the skills and
knowledge needed to develop appropriate materials to aid English teachers and learners. Students learn to
analyze existing English educational materials,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and develop materials of their
own through training in planning, writing, editing, publishing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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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cademic Program
1. Key Features
While maximizing its core strengths, IGSE has implemented several new initiatives that complement the
renewed curriculum. The following highlights the key features of the new curriculum:
■ Enhanced flexibility in class schedule and cross-department course registration to remain
responsive to students
■ Double major options to satisfy students interested in more than one major area
■ 4-stage writing courses and skills-focused modules designed to maximize students’ English
competence
■ Contents-focused modules that incorporate classroom teaching methods into practice
■ Newly introduced professional development modules to cultivate students’ hands-on skills in the
area of individual professional interest
■ More strengthened IGSE’s signature courses through integration and refining
■ Increased offering of technology-enhanced ELT materials development courses (Digital Publishing,
Developing App Books)
■ Introduction of courses focused on phonics and early literacy (Practical Teaching Methodology for
Young Learners, 3 phonics-related courses)
■ Expanded practical training opportunities to encourage diverse field experience

2. Double Major Option
Students entering IGSE in Fall 2016 and onward may choose to complete a degree with two majors and
become experts in both English teaching and English materials development. This would require taking
courses 4-5 days a week with a minimum total requirement of 63 credit hours. In addition to meeting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first major, students must take all Major Core courses and a minimum
number of Major Electives in the second major to be declared a double major.
Double Major Requirements
ELT Students to Double Major in EMD
1) Introduction to ELT Materials A or B
and Analysis and Development of ELT
Materials A or B
2) At least 2 EMD Major Electives

Application Period

EMD Students to Double Major in ELT

At least four 4 ELT Major Electives

At the beginning of
either first or second
semester

3. Graduation Requirements
To earn a master’s degree, students must enroll in at least four semesters devoting a minimum of 45
credit hours to their graduate courses. All Common Core and Major Core courses required by each
department must also be completed. The Common Core courses required of all IGSE students are Writing
1-4, ELT Information Literacy 1, and Thesis/Project 1 & 2. Students also need to complete at least one ELT
Module in each semester and a minimum of one Professional Development Module in four semesters to
become eligible to graduate. Major Core courses vary by department as shown in the table of courses on
the following page.

14

AGORA

IGSE 2016 and Ahead

IGSE Curriculum & Courses 2016
Writing Courses
1. Writing Fundamentals
2. Essay Writing
3. Refining Academic Writing
4. Professional Writing

Common
Core
(compulsory for
all students)

ELT Modules
<Skills-Focused>

1. Current Event & Discussion
2. Storytelling
3. Public Speaking
4. Listening & Speaking

ELT Information Literacy
ELT Information Literacy 1

Professional Development
Modules
1. ELT Academic Activities
2. Publishing Books
3. ELT Activity Development
4. ELT Business Start-Up

<Contents-Focused>

5. Adapting

& Incorporating
Authentic Materials
6. Classroom Dynamics
7. Literature & Language Learning

ELT MAJOR
Major
Core

Thesis 1/ Project 1
Thesis 2/ Project 2

Introduction to ELT Materials A
Analysis and Development of ELT
Materials A/B
Thesis 1/ Project 1
Thesis 2/ Project 2

Fundamentals of ELT
Introduction to Statistics
Methods of ELT
Research Method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aching Reading & Writing
Practical Teaching Methodology
Practical Teaching Methodology for
Young Learners

Fundamentals of ELT
Digital Publishing
ELT Materials Design
Developing and Using Dictionaries
Contrastive Analysis and Translation
Developing App Books

ICT Literacy
Introduction to Linguistics
Pedagogical Grammar
Phonetics of English
Curriculum Design and Development
Drama Techniques for Language Learning
ELT and Vocabulary Learning
Language Testing
ELT Management
Introduction to ELT Materials B

Early Literacy & Phonics
Teaching Phonics
Phonics Research
Certificate Course
ELT Information Literacy 2
ELT & Social Service 1
ELT & Social Service 2
ELT & Social Service 3
ELT & Social Service 4

(compulsory for
each major)

Major
Elective

Common
Elective

EMD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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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Courses
A set of 4-semester compulsory courses that
expose students to different approaches to
writing and help develop their skills as refined
academic and professional writers
<Courses>
1. Writing Fundamentals
2. Essay Writing
3. Refining Academic Writing
4. Professional Writing

Developing and
Using Dictionaries
A course aimed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Iearners’ dictionaries as learning/teaching
materials

Intro. to Statistics &
Research Methods
Courses serving as the basis for research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for various
empirical studies

Contents-Focused
Modules
Courses providing a practical focus on
teaching theory by introducing various tasks
and activities for classroom
<Courses>
1. Adapting & Incorporating Authentic Materials
2. Classroom Dynamics
3. Literature & Language Learning

IGSE’s
Signature
Courses

Phonics Courses

Certificate Courses

Courses examining the role of phonics in
literacy development, with a critical approach
to research and theories in early literacy

A Liaison program with IGSE Education Center
to provide students with more practical
opportunities
Students are to take the courses at the IGSE
Education Center to receive the certificate
and earn up to 4 credits at IGSE upon the
completion. There will be several courses
available such as YL TESOL, Cometology
English, and Medical English, etc.

* Phonics Scholarship *
Up to 5 applicants can receive full scholarship if
determined eligible. Phonics scholarship requires
students to complete 3 phonics courses and PTM
for Young Learners in addition to fulfilling their
department requirements, and write their thesis/
project on a phonics-related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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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Focused
Modules

Professional
Development Modules

Courses focused on building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strategies, and techniques
for different use and environments

Courses designed to prepare students for their
professional endeavor through practical tasks,
projects, and workshops

<Courses>
1. Current Event Discussion
2. Storytelling
3. Public Speaking
4. Listening & Speaking

<Courses>
1. ELT Academic Activities
2. Publishing Books
3. ELT Activity Development
4. ELT Business Start-Up

Groundbreaking
courses that make
IGSE stand out
from other
graduate schools
ELT Info. Literacy
Courses designed to provide the fundamentals
of literacy in ELT specialized information,
helping students locate academic resources

ELT & Social Service
Courses aimed at helping students understand
social roles of real ELT experts through
voluntarily participating in ELT social services

Drama Techniques for
Language Learning
A course introducing ways of teaching English
using drama techniques and strategies

Pedagogical Grammar
A course consisting of a series of workshops
designed to improve awareness of
grammatical structures and concepts crucial
in EFL context

Courses for Materials
Development Dept.
Courses that focus on the analysis and creation
of ELT materials using different media
<Courses>
1. Introduction to ELT Materials
2. Analysis and Development of ELT Materials
3. Digital Publishing
4. ELT Materials Design
5. Developing App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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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and Professional Support
IGSE offers various programs to transform those with a passion for better English education into “ELT
Entrepreneurs.” The following services are provided to promote students’ academic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o foster a collaborative community of students, alumni, and faculty.

1. Preparatory Courses for Incoming Students
IGSE offers a pre-semester preparatory program for newly admitted students to support their academic
success during the first year. The courses are instructed by upper year students, covering the basics of
ELT and providing guidance on school life. This 4-hours a day, 4-day program is recommended to all
incoming students, especially to those with no former education or experience in English education,
and is offered in early August every year.

2. New Student Survey on Academic Interest and Career Goal
All students in their first semester are asked to indicate their area of interest and plans after
graduation. Responses are used in assigning faculty advisors and mentors, promoting peer interaction
among students with similar interests, and encouraging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3. Faculty Advising
All students are assigned faculty advisors in their major areas of study who will assist them in planning
courses and achieving their academic and career goals.

4. Mentoring Programs
■ New Student Mentoring Program: Grouping first year students with second year students that
share similar interests, this program helps new IGSEans receive guidance and assistance in adjusting
to the campus life and connect to all the resources that IGSE has to offer.
■ Alumni Mentoring Program: With a database of over 400 IGSE alumni, this program serves as a
bridge for both current students and graduates. Students as mentees can prepare for the real world
by receiving career and academic advice while the alumni as mentors can stay connected to IGSE
and develop long-lasting relationships.

5. Practical Training Opportunities
Students while in school are given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various language courses and teacher
training programs offered at IGSE Education Center. They can either serve as a teacher or curriculum
developer for the existing programs or develop their own course if proven original and viable through
IGSE's program contests.

6. IGSE Alumni Association
IGSE offers diverse networking events to help graduates stay connected with their fellow IGSEans
in different fields of English education and draws alumni in similar professional areas together to
promote sharing of knowledge an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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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2016 and Ahead

IGSE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TL)
The IGSE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established around its core values of innovation, challenge,
and dedication, is committed to promoting excellence in teaching and supporting student success. It
aims to serve students and academic staff on issues that go beyond the boundaries of individual courses,
assisting students in their career development process, facilitating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academic community, and helping students make the most of their IGSE experience.

Programs & Services
■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CTL helps students navigate all aspects of career development
by providing expert guidance and resources. From career-related workshops to student-led career
prep clubs, and the ELT program contest, CTL offers a wide variety of services and events to give
IGSEans a jumpstart as ELT entrepreneurs.
■ Assistance to Faculty Members: CTL helps instructors excel in their teaching and increase the
quality of education at IGSE by offering instructional consultations and providing various resources
to support their teaching and research practices.
■ A ssistance to Students: CTL offers opportunities for intellectual,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for IGSE students, addressing their personal, career, and academic learning issues.
With individual counseling and group sessions, CTL helps students thrive in their life and learning
become eligible to graduate.
ELT entrepreneur building projects
Entrepreneurship workshops
• Support for the student business start-up club
• ELT program contests
• IGSE professional network
•
•

Business Start-Up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Job interview workshops
S pecial lectures by corporate CEOs, executives, and HR
managers
• Support for the student job-seeking club
• Graduate employment statistics
• Job-opening information
• Career development guide
• Job fair and other career-related events
• New career exploration
•
•

Employment

Teaching workshops
Instructional consultation
• Teaching fellows
• Flipped learning assistance
• Research support
•
•

Assistance to Faculty Members

Writing workshops
Presentation skills workshops
• Learning community
• Learning fellows
• Mentoring program
• ICT support
•
•

Academic Support
Assistance to
Students

Student counseling
Sessions to prevent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 Individual advising on academic and professional interests
• One-on-one career counseling sessions
•

Counse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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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tes IGSE from other graduate programs?

IGSE is truly a unique institution that serves a mission to build “ELT entrepreneurs.” Offering the world’s only MA
program in ELT Materials Development, IGSE each year recruits 50 highly-qualified students with diverse academic and
ethnic backgrounds to shape the future of English education. Dedicated domestic and foreign facutly members with
established pedagogical approaches, innovative courses focused on skills and practical training, and a library with a
variety of teaching and research resources, all contribute to create an optimal learning environment. Students at IGSE
can expect opportunities and benefits beyond receiving a master’s degree.

WHY

is IGSE implementing a major curriculum reform?

IGSE is implementing the largest curriculum reform since its foundation to meet new challenges and educational
objectives. The era of “creative economy” calls for ELT professionals that possess not only the language ability and
theoretical foundation but also innovative ideas and practical skills to create their individual brands. Our reform
initiatives are to support and encourag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so that students will build a strong presence
in their professional communities. Students at IGSE can expect opportunities and benefits beyond receiving a master’s
degree.

WHO

qualifies for admission to IGSE?

IGSE is open to anyone who has a passion for English education, regardless of one’s undergraduate major. It is a place
for individuals who desire for more than just a degree—who are eager to take on the academic challenge and cultivate
life-long professional development. If you wish to nurture your teaching skills as an English instructor, publish your own
English teaching materials, start your own ELT-related business, or pursue a Ph.D. in English education, there may not
be a smarter choice than IGSE.

WHEN

will the new curriculum take effect?

Our new curriculum will be fully in place for the 2016-2017 school year. Applications for Fall Semester will be received
in April and if necessary, additional recruitment may take place in October.

WHERE

do IGSE graduates go after graduation?

A large number of IGSE graduates serve as English educators (primary or secondary school teachers, private institution
instructors, university faculty or instructors) or materials developers (at publishers, English education companies, or
as freelancers). Some choose to start their own business by opening up a private English teaching school or an ELT
content publishing company while others continue their studies in a domestic/international doctor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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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ics Report:
ESL 환경의 비원어민 영어 학습자를 위한 파닉스 교육

2. AGORA

Language Testing Report :
Current Trends in Second Language Assessment

AGORA Phonics Report

ESL 환경의 비원어민
영어 학습자를 위한 파닉스 교육
배연경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영어교재개발학과 5기)

지난 호에서는 파닉스 기획 연재의 첫 주제로 미국•영국•호주의 정부에서 발간한 기초 문식
교육 제안 보고서를 각각 소개하였다. 이들 보고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일반 아동
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번 호에 소개할 두 문헌은 그 초점이 비원어민 ESL 아동 학습자에
맞춰져 있다. 미국 교육부에서 발간한 English Language Learners(ELLs) 아동의 읽기 교
육에 관한 연구 분석 보고서와 세계적인 비영리 교육협의체인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ASCD)에서 발간한 ELL 아동의 문식 교육 교사 지침서를
중심으로, ESL 환경에 진입한 ELL 아동에게 적합한 기초 문식성 지도의 방향과 주안점을
논의해 본다.

Phonics and Initial Reading Instruction to
English Language Learners
As the second report in the serial phonics section of AGORA, this article presents a review of two
evidence-based research syntheses for initial reading instruction to English language learners.
The review reveals that, while the number of high-quality studies specific to ELL cohorts is small,
paired bilingual approaches that teach reading in the learner’s native language and English at the
same time is more effective than monolingual English immersion for improving the learner’s wordlevel and text-level reading competence. ELLs have also been found to benefit most from reading
instruction using explicit and systematic teaching of phonics and language structures, one-to-one
instruction, cooperative learning, as well as instruction involving extensive student-led practice.
Currently available reading methods known to be effective for English proficient students are found
to accelerate the achievement of ELLs, and this implies that a broader range of interventions also
known to be effective with children in general may likewise be effective with ELLs, with appropriate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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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 아이가 태어난 후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000일이다. 이 시기
동안 적절한 언어적 환경, 풍부한 정서적 보살핌, 섭생과 보건, 문화적인 자원과 교육적인 지원 중
무엇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아동의 읽기 능력의 발달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며, 그 후유증은 이
후의 지적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울프, 2009).
이렇듯 중요한 유년기 언어 발달을 고려하면 미국에서 날로 증가하는 비영어원어민 학습자 인
구가 처한 문제를 간과하기 어렵다. 미국 공교육에서는 ‘제1언어가 영어가 아니며, 아직 영어에 능
숙하지 못한 학생’을 일컬어 English Language Learners(ELLs)라고 하는데, 2000년대 초반의
문헌을 보면(Van Hook과 Fix, 2000; Haver, 2003) 영어 외의 모어 배경을 가진 학령기(유치원
~12학년) 인구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5분의 1에 육박하며, 이중 영어에 아직 능숙하지 못한 ELL
학생의 수는 2011년 당시 5백만 명이 넘었다(Domínguez와 Gutiérrez, 2015). 5백만 명이면 학령
기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이다. ELL 인구의 유입 증가 속도를 계산해 보면, 2025년경에는
4명 중 1명의 미국 학교 학생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ELL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2008). 이런 수치는 분명 미국 정부와 교육 당국에게는 점점 더 요란하
게 울리는 위험 경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일차적으로는 해당 비영어원어민 인구의 교
육 불평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전체의 사회•경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키
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어와 모국어의 문식성 습득 과정이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얼마나 다른지는 언어 습득 연
구자들의 오랜 연구 주제였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제1언어와
외국어의 문식성 발달은 그 패턴이 근본적으로 유사하다는 결론 쪽으로 훨씬 가깝게 다가가고 있
다(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언어 발달은 공히 음운에서 의미, 통사, 형태론
적 발달을 거쳐 화용적(담화적) 발달의 유기적인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음소 인식 능력,
파닉스, 어휘력, 문해력, 그리고 유창성은 문식성 발달을 떠받치는 다섯 가지 기본 요소이며, 이들
영역에 대해 적기에 이뤄지는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은 모어와 외
국어 문식성 습득 모두에서 그렇다. 더불어 밝혀진 내용으로는, 문식성 발달은 경로만 유사한 것
이 아니라 언어 간에 전이될 수 있는 요소들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이제 연구자들은 “언어를 막
론하고 모어의 문식성을 습득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외국어의 문식성 발달에 있어 결코 허비된
시간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다(Reese, Garnier, Gallimore와 Goldenber, 2000, Ediger에서
재인용 2013: 157).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이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예
를 들어 ELL에게 파닉스를 가르쳐야 하는 영어원어민 교사는 “아이가 뜻도 모르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파닉스를 가르쳐도 될 계제인지”(Vaughn과 Linan-Thompson 2007: 31) 답답해하고 있
다. 많은 교사들이 어디까지 ELL의 특수성에 교육의 내용을 조정해야 할 것인지, 조정이 필요하
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모어와 외국어의 문식성 발달 패턴이 동일하다고 해
서 교육의 세부적인 내용마저 영어원어민 학생과 ELL 학생이 동일해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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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대로, ELL 학생들은 영어원어민 또래와는 특히 세 가지 부분에서 크게 다르다. 하나는
음성 언어 사용 능력의 차이이다. ELL 학생들의 구두 언어 능력은 천차만별이며, 구두 언어 능력
이 부족한 ELL들은 문식 교육과 동시에 구두 영어를 습득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휘력의 차이가
있다. 학령기에 접어든 영어원어민 아동이 습득한 영어 어휘는 6,000~10,000 단어에 이르지만
ELL 학생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파닉스에서 읽기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교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
을 느끼는 부분이며,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ELL 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Ediger 2013). 셋째로 원어민 아동은 영어 문자를 깨치기 훨씬 전부터 이
미 많은 양의 영어 문어에 노출되었다. 동화책에 들어 있는 문어의 담화와 통사 및 어휘에 대한 지
식은 이후 학교 생활에서 교과서를 통한 교과 내용 습득과 읽기 이해도에 큰 영향을 주며, 의미
유추나 추론 등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의 발달을 수월하게 해 준다. 반면 ELL 학생은 영어 문어에
대한 노출이 부족하였으므로 학문적 어휘와 더불어 문어의 다양한 장르의 담화 구조와 비유나 상
징과 같은 문해 장치를 익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ELL 문식 교육에서 교육적 고민은 다음 두 차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영어 문식 교육
에서 ELL의 모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하나이다. 또 다른 하나로는 ELL
을 위한 문식 교육은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서 영어원어민 학생의 문식 교육과 어떻게 차별화되
어야 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할 두 문헌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문헌의 서
지는 다음과 같다.
■ Robert

Slavin과 Alan Cheung. 2003. Effective Reading Programs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A Best-evidence Synthesis. Baltimore, MD: The Center for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Students Placed At Risk (CRESPAR),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Report No. 66] (이하 ‘CRESPAR 리포트’).
■ Shanon Vaughn과 Sylvia Linan-Thompson. 2007. Research-based methods of

Reading Instruction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Grades K-4.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 (이하 ‘ASCD 지침서’).
두 문헌 모두 표제에 research-based라든가 best-evidence와 같은 표현을 달고 있는 대로 과
연 이 두 문헌이 소개한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 기초한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CRESPAR 리포트와 ASCD 지침서 각각에 대한 연
구 배경과 구성 및 특징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교수 언어’와 ‘교수 방법’
이라는 ELL 문식 교육의 큰 사안을 중심으로 두 문헌이 도출한 결론을 종합하여 소개한다. 이중
3장에서는 ‘교수 언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질문의 형태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다. “ELL 학생
에게 영어 몰입교육이 효과적인가, 모어와 병행하는 이중언어 교육이 효과적인가?”, “ELL 학생의
영어 문식 교육에서 모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4장에서는 ‘교수 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즉
“ELL 학생에게 적합한 문식성 교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두 문헌이 제안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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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의 구성과 특징

2.1 CRESPAR 리포트
CRESPAR는 Center for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Students Placed at Risk의 약자로
서 미 교육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열두 개의 연구소 중 하나이다. CRESPAR 리포트의 주 저자
인 로버트 슬래빈(Robert Slavin)은 존스홉킨스대학의 교육심리학자로, 협동학습에 관한 세계적
인 권위자이자 Success for All(www.successforall.org) 교육재단의 설립자로 널리 알려져 있
다. Success for All 재단은 계층에 따른 교육 차별 철폐와 문식성 및 수리력 교육 강화를 목표로
1988년에 설립된 이래 협동학습 및 문식 교육과 관련한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은 미국 40여 개 주에 걸쳐 1,300여 개 학교에서 채택되고 있다고 한다.
CRESPAR 리포트는 그 접근법에서 전미읽기교육자문단(National Reading
Panel) 연구 보고서(이하 ‘NRP 보고서’, 2000)와 유사하다. <아고라> 지난 호에서
간추려 소개한 바와 같이 NRP 보고서는 1970년대 이후 읽기 교육을 주제로 발
표된 영어권 (유사)실험 연구 439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읽기 교육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하위
부문으로 주제를 한정하였고, 정량적 연구들 각각의 효과를 종합하여 가장 효율
적인 공교육적 개입이 무엇인지를 도식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CRESPAR 리포트 역시 NRP 보고서와 기본적인 노선은 동일하다. 즉 문헌
분석의 범위를 실험 연구에 한정했다는 점, 그리고 위의 다섯 가지 기본 요소를

로버트 슬래빈과 앨런 청이
집필한 CRESPAR 리포트 (2003)

읽기 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상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점에서 NRP 보고서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NRP 리포트와 차별화되는 것으로는, 학습자 대상을 ESL 환경의 ELL 학습
자에 한정한 연구들로 분석의 범위를 좁혔다는 점, 문헌 선정의 기준을 더욱 엄밀히 제한하여 실
질적인 실험 연구의 표준에 부합하는 연구들로 선별했다는 점, 그리고 개별 연구들의 p값뿐 아니
라 그 연구들에서 도출할 수 있는 효과 크기(effect size)를 아울러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효과 크기란 실험군의 평균 점수와 통제군의 평균 점수의 차를 통제군의 표준편
차로 나눈 값을 말한다. 효과 크기는 참여 집단의 인원 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p값보다 분석 결과
의 강도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Larson-Hall, 2010).
CRESPAR 리포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서의 절반은 영어 몰입교육과 모
어-영어를 함께 쓰는 이중언어 방식의 교수법을 적용한 연구를 비교한 내용으로, ELL 아동들에
게 모어를 활용한 문식 교육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모어를 배제하고 영어로 몰입교육을 하는 방식
이 효과적인지를 비교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의 나머지 절반에서는 교수 방법으로 초점
을 옮겨, 어떤 방식의 읽기 교육이 ELL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지를 기존 문헌에서 도출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CRESPAR 리포트에서 분석 대상이 된 실험 연구는 모두 42편으로 이중 16편은 1부에 소개
되고 있고, 나머지는 2부에 소개되어 있다. 42편이라고 하면 NRP 보고서의 약 10분의 1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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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는다. 이는 당시(2003년)까지도 EL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의 수효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이다. 리포트의 1부, 즉 교수 언어 관련 연구 분석에 적용된 선정 기준은 매우 까다로
운 편이다. 먼저 다른 조건은 동등한 상태에서 이중언어 교육-영어 몰입교육으로 독립변수를 제
한한 연구에 한정하였고, 각각의 처치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연구만을 포함하였다. 특히 통제군
없이 동일한 참여자 집단에 대한 전-후 결과를 비교한 연구들은 분석에서 뺐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연구들이 제외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CRESPAR 리포트는 ESL 환경의 초•중등
ELL 학생들에 관한 연구로 분석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에 EFL 맥락의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2.2 ASCD 지침서
ASCD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교육 협의체인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를 가리킨다. 이 기관은 1943년에 설립되어 현재 138개국 12만 5
천 명의 회원망을 형성하고 있다. ASCD는 특정한 교육 이익단체나 정권을 옹호하지 않는 비영리
독립 교육 협의체로서 세계 각지의 교육 정책 입안자, 교육 관료 및 교사들에게 교육의 질적 개선
을 위한 정보와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다. ASCD에서 발간한 교사 지침서나 교육 실용서는 우리
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다. 현재 30종이 넘는 교육 전문 번역서를 구할 수 있다. 본지에 소개
할 문헌은 ASCD가 2007년에 발간한 ELL 학생의 읽기 교육을 위한 교사 지침서
이다. 공동 저자인 섀넌 본(Shanon Vaughn)과 실비어 리넌-톰슨(Sylvia LinanThompson)은 모두 텍사스대학교 교수로서, 영어원어민 아동의 학습 장애 및
ELL 아동의 문식성 습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다.
ASCD 지침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토대를 두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수 방법
을 제안한다는 점에서는 CRESPAR 리포트에 준하는 실증적인 면모를 지녔으나,
ELL 학생들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도 지침서의 성격이 단연 두
섀넌 본과 실비어 리넌-톰슨이
집필한 ASCD 지침서 (2007)

드러진다. 특히 ASCD 지침서는 문식성의 기초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 매우 구체
적이고 실용적인 지도 방안을 상세하게 안내한다는 강점이 있다. 연구와 지도 사
이의 간극을 메워 주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NRP 보고서의 영향으로 읽기 교육의 다섯 측면인 음소 인식(phonemic awareness) 파닉스
(phonics), 읽기 유창성(fluency), 어휘력(vocabulary), 그리고 문해력(reading comprehension)
은 국가 교육과정과 학습발달 표준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를 반영
하듯 ASCD 지침서는 각각의 읽기 요소에 한 챕터씩을 할애하였다. ELL 학생의 문식 교육과 관
련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ELL 학생에게 적합한 음소 인식 교육을,
뒤이어 제3장에서는 파닉스 교육의 지도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제4장, 5장, 6장에서는 각각
유창성 증진 교육, 어휘 지도, 그리고 문해력 증진 교육을 위한 교수법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장인 제7장은 일종의 Q&A 코너로서, ELL 아동을 지도하는 현장 교사들이 가장 자주 물어오는
21가지 질문에 대해 저자들이 간단 명쾌하게 답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SCD 지침서의 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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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에서 개요를 다룬 1장 및 파닉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3. ELL 학생의 모어를 활용한 영어 문식 교육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비원어민 아동이 미국의 유치원 또는 초등 1학년에 입학한다고 할 때 일차
적으로 부닥치는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교수 언어의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영어와 동시에 교과
내용을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
교수 언어와 관련해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접근법을 시도해 왔다. 이중언어 교육이 영
어 몰입교육과 바로 그것이다. 이중언어 교육과 영어 몰입교육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아이가 학습
초반에 자신의 모국어로 교육을 받는다면 좀더 자신 있게 학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습 내용을 이
해하느라 겪는 어려움도 덜할 것이다. 대신 영어원어민인 또래 아이들과 분리되어 교육을 받게 된
다는 단점이 있다. 또 어쩌면 영어 읽기 능력을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놓
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영어 몰입교육 상황이라면,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 낯선 언어로 교육하게 될 때 자칫 그 아이는 지능이 멀쩡한데도 학습 부진아로 낙인찍
히거나 학습 실패 경험을 반복하게 될 위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자체로 귀중한 정체성인 모어
를 학생에게서 박탈한다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는 이중언어 교육 방식이 우세하였다. 그러다가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정책적 기조가 급속히 영어 몰입교육으로 기울어 캘리포니아 주와 애리
조나 주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이중언어 교육이 급격히 축소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
을 타고 비원어민 학생의 모국어를 유지하면서 영어 교육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인가, 아니면 학
령기와 더불어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육 당국의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
이다.
영어권 ESL 환경에서 영어 몰입교육은 그 방식이 다양하다. ELL 아동이 원어민 아동과 동일
한 교실에서 영어로 교육을 받되, 이들에게는 모어 전담 교사가 대동하여 그때그때 번역이나 통역
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다. 방과 후에 ELL들을 위해 따로 보충 학습 및 영어 강좌를 열어 부족
한 부분을 메우는 방법도 있다. 혹은 원어민 교실에서 원어민 교사는 ELL들을 위해 단순한 영어
(simplified English)로 교과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실물교구(realia)와 몸짓 등을 활용
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영어 몰입교육의 상황에서는
ELL의 모어는 거의 또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며 교수 언어에서 영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언어 교육도 역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하나는 ‘과도적(transitional) 이중언어 교
육’이다. 과도적 이중언어 교육에서는 ELL 학생이 처음에는 100% 모어로 문식 교육을 받는다. 즉
모어로 읽고 쓰기를 배우게 된다. 이후 모어 문식성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일반 원
어민 학급으로 들어가 영어로만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시기는 다시 조기 영어 진입(early-exit)과
지연된 영어 진입(late-exit)으로 나뉘는데, 조기 영어 진입은 초등 2학년~3학년 시기에, 지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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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진입은 초등 고학년 단계에서 ELL을 일반 원어민 학급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다
른 이중언어 교육 방식으로는 ‘영어-모어 병행 교육(paired-bilingual model)’이 있다. 영어-모어
병행 교육에서 ELL 학생은 하루에 비슷한 시간을 영어와 모어로 ‘번갈아 가며’ 문식 지도를 받는
다. 예컨대 하루에 한 시간은 영어로 읽기 및 쓰기 교육을 받고 또 한 시간은 자신의 모어로 읽기
및 쓰기 교육을 받는 식이다. 이 방식은 두 언어를 번갈아 가며 배우는 방식이라 하여 ‘선택적인
영어 몰입교육(alternative immersion)’이라 일컬어지기도 하지만(Willig, 1985) 모어를 영어와 동
등한 정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중언어 교육으로 보아야 한다. ELL 학생은 이렇게 모어와 영어
를 왔다갔다하면서 기초 문식 교육을 이수한 후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영어로만 진행되는 일반 수
업에 배치되어 일반 원어민 아동과 동일한 교육을 받게 된다. 어쨌든 이중언어 교육에서는 학습자
의 모어가 교수 언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학습자는 시기만 달리할 뿐 영어와 모어 둘 모두
에 대해 문식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여기서 관건은 이 두 조건 하에서 결과적으로 ‘영어’ 문식성 발달이 어떤 양상을 띠는가 하는
점이다. 학령기 전반에 모어로 문식 교육을 받은 ELL 아동의 모어 문식력이 영어 몰입교육만을 받
은 아동의 모어 문식력보다 나을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모어 문식력을 습득하느라 영어 문식성
발달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는가 하는 점이 교육 정책 당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터이다.
CRESPAR 리포트가 이와 관련한 실험 연구를 분석하여 내놓은 그림은 자못 흥미롭다. 관련
된 16편의 연구 중 11편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받은 ELL 학생의 향후(처치 종료 1~2년 후) 영
어 문식성이 몰입교육 그룹보다 더욱 높았던 것이다. 나머지 5개의 연구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
과 차이가 없다는 결과일 뿐, 영어 몰입교육을 받은 집단의 영어 문식성이 더욱 앞서 있었던 사례
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중언어 교육만을 따로 놓고 보면 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 영어와 모어를 병
행하여 가르친 ‘영어-모어 병행 교육’ 방식이 일정한 기간 동안 모어 교육만 하다가 영어 교육으로
넘어가는 ‘과도적 이중언어 교육’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언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몇 년 간 모어로도 문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어에 있어서의 문식성 역시 영어 몰입
집단에 비해 월등히 나았던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CRESPAR 리포트의 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다(Slavin과 Cheung, 2003: 20).

These studies hold out an intriguing possibility that English language learners
may learn to read best if taught both in their native language and in English,
from the beginning of formal instruction. Rather than confusing children, as
some have feared, reading instruction in a familiar language may serve as a
bridge to success in English […].
이제 막 읽기를 배우는 아이에게 그 아이의 모어와 제2언어인 영어로 동시에 읽기를 가르칠 때,
아이들은 두 언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양쪽 언어 모두에서 읽기를 더욱 잘 배
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도출되었다는 점은 두고두고 곱씹어서 생각해 볼 만하
다. 자신에게 친숙한 음성 언어로써 문자 언어의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뇌는 ‘책
읽는 뇌’로의 진용을 갖춘다(울프, 2009). 더구나 모어로 문식성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익힌 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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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 인식력이나 읽기 이해 능력은 영어에 대거 전이된다. 음소 인식력이나 파닉스 지식의 전이는
알파벳 문자를 공유하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화자에게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알파
벳 문자가 아닌 언어라면 얼마만큼 전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CRESPAR 리포트의 저
자들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ASCD 지침서는 그 어떤 언어이든 그것이 음소문자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한국어가 그러하다—모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어린이들에게 영어 음소 인식
및 파닉스 교육은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Vaughn과 Linan-Thompson
2007: 146). 이제 영어 학습자의 모어는 영어 습득에 있어 방해물이라기보다는 ‘귀중한 자산
(significant asset)’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Ediger, 2013: 157).
분석 연구의 대부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중 두 편의 연구는 중
등학생 대상의 연구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중언어 교육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비
원어민 중고등학생에게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9학년과 7학년인 멕시코계
하위권 학생들에게 모어인 스페인어로 영어 및 수학 등을 가르친 결과 1~2년 후 영어로만 교육
을 받은 대조군의 학생들에 비해 Stanford Diagnostic Reading Test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CRESPAR 리포트의 필자들은 “성적이 하위권인 ELL 학
생에게 모어로 지도하는 것은 이들의 영어 읽기 능력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하면서 추후 연구가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Slavin과 Cheung, 2003: 17).
CRESPAR 리포트는 ‘캐나다에서 주로 실시된 영어원어민 아동의 프랑스어 몰입교육 연구
는 본 연구의 맥락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캐나다 영어권 지역에서 수행
된 프랑스어 몰입교육은 일종의 적극적인 이중언어 교육 방식이며 그 대조군은 일반 학교에서 일
주일에 세 시간 정도 진행되는 프랑스어 교육을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실험군-대조군의 성격이
CRESPAR 리포트의 연구들과 다르다. 또, 캐나다에서의 프랑스어 몰입교육의 주 연구 질문은
“영어원어민 학생이 프랑스어로 몰입교육을 받을 경우 혹 모국어(영어) 문식성 발달이 저해되지는
않을까?”와 “프랑스 몰입교육을 받으면 정말 프랑스 원어민 학생과 비슷한 프랑스어 문식성 발달
을 보이는가?”라는 두 가지 사안을 중심축으로 제기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들로서
는, 프랑스어 몰입교육 연구 결과가 궁금하기는 하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의 상황과 유
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영어로 몰입교육을 받을 경우 혹시 한
글 문식성 발달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또는 “영어 몰입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영어원어민
아이들 수준으로 영어를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매우 긴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메타분석 대상에 넣지는 않았지만, CRESPAR 리포트는 캐나다 몰입교육 관련 연구 가운데
굵직한 연구 몇 편을 별도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들도 가히 인상적이다. 일단, 캐나다
의 프랑스어 몰입교육 환경에서 영어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은 것 같다. 하루에 일정 시간(60분)
또는 일정한 학년(2학년부터 4학년)에서 영어 문식 교육이 병행되는 가운데 프랑스어 문식 교육
및 내용 교과 교육이 이뤄지는 방식이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러한 환경에서 유치원에
서 초등 6학년 정도까지의 아동의 영어 및 프랑스어 문식성 발달을 관찰해 본 결과, 학년 초기(유
치원에서 1학년) 시기 동안에는 프랑스어 몰입교육을 받은 영어원어민 아동들이 영어로만 교육을
받은 또래 원어민 아동에 비해 영어(모국어) 문식성이 크게 뒤쳐졌다. 그러나 이 차이는 초등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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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기점으로 거의 없어지고 대개 초등 3, 4학년에 이르면 두 집단의 영어 문식력 차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어 몰입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프랑스어 문식성 역시 습득하
게 될 터인데, 이 집단을 프랑스어 단일어 교육을 받는 프랑스어 원어민 아동과 비교한 결과를 보
면, 몰입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프랑스어 구어 능력은 프랑스어 원어민 아동에 비해 많이 뒤쳐지
지만 문해 능력은 거의 엇비슷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어 사용 정도가 훨씬 약한
‘영어 50%+프랑스어 50%’ 병행 교육에서도 더디지만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들은 외국어로서의 제2언어 학습 환경에서, 적절한 모국어 병행 교육이 가정에서
나 학교에서 이뤄진다고 전제할 때라면, 외국어와 모국어의 동시병행적인 문식 교육이 궁극적으
로 모국어 문식성 발달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학령 초기의 차이를 제외하
면,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어 문식성 학습이 모국어 문식성 학습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는
비록 맥락은 다를지언정 CRESPAR 리포트가 종합하여 보여준, ESL 환경의 ELL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이 영어로의 이행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준다는 결론과 묘한 공명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어떤 나라의 공용어가 영어라는 이유로 다른 언어적 자산과 배경을 지닌 아이들에게 그 언어
를 박탈하고 영어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것처럼, 외국어를 일찍 배우
면 모어의 문식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상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이 같은
연구 결과가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간 일반 아동에게 두 언어를
가르치는 데 대한 막연한 우려와 거부감은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문식
교육을 수행할 때, 외국어 학습자는 모어와 외국어 양쪽 모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제 4장에서는 ELL 학생을 위한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영어 문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
해 두 문헌이 어떤 것을 제안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4. ELL 학생에게 적합한 영어 문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

4.1 CRESPAR 리포트가 제시하는 효과적인 ELL 문식 교육
CRESPAR 리포트의 분석에 포함된 총 42편의 연구 가운데 26편은 ELL 학생을 위한 문식 교육
의 내용과 방법을 다룬 것이다. 리포트에 포함된 연구들이 채택한 교육 방법은 주로 1) Success
for All 프로그램, 2) 직접 교수법(Direct Instruction), 3) 합성식 파닉스(예: Jolly Phonics), 그리고
4) 특수 읽기 교육(Reading Recovery) 들이었다. 이 네 가지 교수법은 영어원어민 학습자에게 그
효과가 입증된 편인데, CRESPAR 리포트가 분석한 ELL 학습자에 한정한 연구들에서도 큰 효과
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직접 교수법’부터 알아보자. ELL 학생을 위한 직접 교수법은 유치 단계(5세)에서부터 시
작된다. 이때부터 아동들은 체계적인 음소 인식 훈련과 파닉스를 교육받는다. 읽기 자료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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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철자소 대응이 규칙적인 어휘로 이루어진 통제된 어휘로 쓰인 글감(phonetically controlled
texts)을 사용한다. 교사는 ELL 아동의 영어 능숙도를 고려하여 매우 명확하고 쉬운 영어로 지도
한다. 하지만 진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가며, 학생들의 평가가 수시로 이뤄진다. 유치원부터 3
학년까지 이 같은 직접 교수법으로 배운 ELL 학생들의 2년 후 학업 성취도는 보통의 학교 프로그
램을 받은 비슷한 집단의 학생들보다 앞서 있었다. 더욱이, 이 직접 교수법과 함께 영어에 대한 명
시적 지도를 추가한 경우 ELL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훨씬 더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기서 영어에 대한 명시적 지도란 모어 번역으로 읽기 내용의 이해를 증진하기, 읽기 활동 전에 글
감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먼저 학습하기, 그리고 영어의 문형과 구조를 명시적으로 인식하기를 포
함한 지도 방법을 일컫는다. 직접 지도법에 이처럼 명시적 언어 교육을 더하여 2년 동안 교육을
받은 ELL 학생 집단의 75% 이상이 해당 학년의 전체 평균 성적을 웃도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합성식 파닉스의 하나인 졸리 파닉스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이다. 졸리 파닉
스는 각각의 음소에 캐릭터와 스토리를 곁들여 유치원 단계의 아동이 쉽게 파닉스를 익힐 수 있
도록 구성한 교육 자료인데, 연구를 보면 이 프로그램이 초등 1학년에 진학한 영어 능숙도가 부족
한 ELL 학생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1시간 동안 총 12주
에 걸쳐 졸리 파닉스를 가르친 결과 해당 그룹 아동의 음소 인식 및 단어 읽기 능력이 매우 큰 폭
으로 통제군의 학생들을 앞섰다.
특수 읽기 교육이란 읽기 고위험군에 속하는 하위 20%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 개인 상담
지도 프로그램이다. 보통 원어민 1학년 학생들 중에서 난독증 및 심각한 학습 부진을 보이는 학생
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아직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초등 1학년 ELL 학
생에서 적용한 연구 사례가 CRESPAR 리포트에 보고되었다. 학생들은 매일 하루 30분씩 교사학생 간 일 대 일 지도를 받았다.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친숙한 이야기를 영어로 읽기, 전날 학교
에서 읽은 교과서 지문을 다시 읽기, 이야기 지어내기, 부분적으로 제시된 문장을 이어서 글을 완
성하기 등의 읽기•쓰기 교육을 받았다. 짧게는 12주에서 길게는 20주(30~50시간) 동안 특수 읽
기 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1학년 종료 후의 읽기 능력은 하위 20%를 제외한 또래 집단의 평균 읽
기 능력을 크게 상회하였다.
ELL 학생을 위한 Success for All 프로그램은 위에서 나열한 직접 지도법, 체계적인 합성식
파닉스, 개별 상담 수업 및 명시적 지도를 모두 통합하여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협동학습
의 원리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개입, 강도 높은 교사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중언
어 또는 영어 단일어 방식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Success for All의 가장 큰 특징인 협동학습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서로 다른 네 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하
나의 이야기 읽기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예를 들면 네 명이 두
쌍으로 짝을 지어 서로 지문을 읽어 주거나 어휘 탐구 활동을 한다. 또는 이야기의 구조를 완성
하고 줄거리를 요약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거나 지문의 이해를 체크할 수 있는 과업을 공동으
로 수행한다. 모든 조원은 조의 학습에 책임을 지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읽기 자료는 학습자
의 영어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난이도가 맞춰진 글감이 주를 이루며 ELL에 적합한 읽기 전략 및
학습 전략 지도와 동족 어휘 등에 대한 명시적인 지도가 병행된다. 이해력 향상을 위한 명시적 지
도법, 예컨대 그래픽 오거나이저 작성하기, Q&A 만들기, K-W-L(what I know-what I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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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what I have learned) 보드 만들기 등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협동학습의 효과는
그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될수록, 또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될수록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CRESPAR 리포트가 제시하는 교수 방식 중 상당 부분이 ASCD 지침서의 내용과 일치하
고 있다. ASCD 지침서는 이중언어 교수법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직접
교수법의 거의 모든 학습법과 조기에 이루어지는 체계적 파닉스 지도를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CRESPAR 리포트와 매우 유사하였다.

4.2 ASCD 지침서에서 제안하는 ELL 아동의 음소 인식 및 파닉스 지도
교사 지침서에 걸맞게, ASCD 지침서는 문식성의 모든 영역에 걸쳐 ELL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
수•학습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ASCD 지침서는 초등 ELL 문식 교육의 가장
중요한 세 요소로 1) 명시적 지도, 2) 충분한 연습, 그리고 3) 교수 언어의 조정을 꼽고 있다. 이와
동시에 ELL 학습자에게는 구두 언어 기술 습득과 어휘 교육을 비롯한 언어습득도 아울러 보조되
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명시적 지도란 구체적인 과업을 가지고 교사가 목적 지향적으로 주도하는 지도 방식을 말한
다. 명시적인 지도는 교사가 어떤 과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과업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나 설명해 주는 과정을 수반한다. 학생들
은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과업 수행의 절차를 연습한 후 점차 독립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게 되며,
교사는 학생이 독립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평가하게 된다. 명시적인 지도는 대
개 매일 일정하게 반복되는 학습 활동 상황에서 교사가 일관된 지도 언어를 사용할 때 더욱 효과
적이다. 이 같은 명시적 지도를 받을 경우, 비원어민 ELL 학습자들도 영어원어민 학생과 거의 동
일한 속도로 음소 인식 및 파닉스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이 명시적 지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훈련과 반복 연습의 과정이다. 특히
ELL 학생에게는 이 훈련과 연습의 기회가 더욱 충분하게, 더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명시적 지도에서 과업 수행을 위한 교사의 시연이나 단계별 안내는 그래서 특히 중요하다. 교사의
체계적인 도움닫기를 통해 ELL 학생들은 과업 수행을 위한 여러 과정의 연습과 반복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ELL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퍼포먼스를 돌아볼 수 있는 좀더 명시적인 피드백
도 필요하다. 연습이 꼭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 반 전체 연습을 통해서 긴장감을
완화하면서도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연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CRESPAR 리
포트에서 보고한 것처럼 협동학습이나 또래 지도 등의 학생 주도적인 활동은 학습 내용을 마음껏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 언어 역시 ELL 학생의 문식 교육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CRESPAR 리포트
는 모어 병행과 영어 단일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효과를 비교하면서 모어와 병행한 이중
언어 문식성 지도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었다. 한편 ASCD 지침서에서는 이중언어 지도
의 가능성은 논외로 하고 있다. 다만 체계적인 영어 몰입교육을 할 때 교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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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모든 학습은 배우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할 때 일어날 수 있
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 언어를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다. ASCD 지침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교수 언어를 조정하라고 알려준다. 먼저 복잡한 영어 대
신 단순한 구조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First, …; Second, …와 같은 명확한 담화 장치
와 더불어 몸 동작을 사용하면 좋다고 한다. 또 과업 수행 단계를 명확히 지시해 주는 교수 언어
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파닉스를 가르친다고 할 때에는 각각의 과업에 대
해 stretch, divide 등의 지칭어를 결정한 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매일 특정한
순서에 맞춰 과업의 순서를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것도 학생들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ASCD 지침서는 ELL 학생의 기초 문식성 지도를 할 때 영어원어민 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아울러 주지시키고 있다. 하나는 ELL 학생의 구두 언어가 능숙하지 못하거나 영어 노출 경
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영어 문식 교육을 지연시키는 실책이다. CRESPAR 리포트에서 보고한 졸
리 파닉스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영어 노출 경험이 적은 유치원 단계의 ELL들도 얼마든지 영어 파
닉스를 잘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은 ELL들의 언어 사용 능력의 미숙을 학습 능력과 동
일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원어민 교사들이 ELL 학생에게는 기초적인 단어 읽기•쓰기와 같은
단순반복적인 학습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읽기 이해나 복잡한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과업
은 지도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읽기 이해나 인지 능력 역시 수많은 연습과 학습이 필
요한 기술이니만큼 ELL들에게도 원어민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 활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때에는 교사가 쉽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
용 어휘에 대한 보강 교육, 영어 구조에 대한 명시적 지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2.1 ELL 아동에게 효과적인 음소 인식 지도
음소 인식력은 언어 간 전이가 매우 높은 영역 중 하나이다. 즉 한 언어에서 음소 인식 능력을 갖
추었다면 그 지식이 다른 언어를 습득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음소 인식력은 또한 향후
1~2년 사이의 아동의 읽기 능력의 발달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변수이기도 하다. 주
지하는 대로, 음소란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음소 인식이란 한 언어의 소리가
개별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소리들을 따로따로 분리하거나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음소 인식의 첫 단계는 언어의 음소를 구별하는(identification) 것이다. 한 낱말의 첫 음소가 무
엇이며 끝 음소는 무엇인지 또는 중간 음소는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분
할(segmentation)과 결합(blending) 능력이다. 예를 들어 sat은 /s/ /æ/ /t/ 세 음소로 쪼갤 수
있고, /k/ /æ/ /t/을 cat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분할과 결합은 음소 인식 교육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합을 가르칠 때에는 /s/와 같이 지속적 음소로 시작하는 것이 이를 테면
/k/와 같은 단속적 음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음소 인식은 음소
조합(manipulation)이다. 낱말의 첫 음소나 끝 음소를 빼거나 다른 음소로 치환하기, 어떤 단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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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를 더하기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at에서 첫 소리들(s, c, b ...)을 더해서 다른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음소 조합을 연습할 수 있다.
음소 인식 지도는 ELL 아동의 영어 능숙도가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다. 말하기
나 듣기 같이 구두 영어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ELL 아동의 경
우에도 음소 인식 교육만큼은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마더구스 챈트와 같은 비
명시적인 음소 인식 교육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가 1분 동안 영어 단어 20개 이상
을 읽을 수 있거나 이미 모어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라면 영어 음소 인식 지도는 건너뛰고 파
닉스 지도로 넘어가도 무방하다고 한다. 한편 영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이 바로 초등학교
에 입학한 ELL 들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 교육을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음소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ELL들이라면 ‘문자와 병행한 음소 지도’를 하는 것이 좋다.
ELL 학생에게 음소 인식 교육을 시킬 때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음소 인식 지도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초등 1학년에는
이뤄져야 한다.
(2) 4명에서 6명 사이의 소그룹으로 가르칠 때 음소 인식력이 파닉스와 철자 지식으로 전이될
확률이 가장 높아진다.
(3) 한번에는 한두 가지 사항만 가르치고, 그 내용을 한 주 동안 반복하여 학생들이 해당 음소
규칙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한 회당 적절한 시간은 15~20분이다.
(4) 손가락이나 몸 동작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좀더 쉽게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말
소리 하나를 말할 때마다 손가를 하나씩 세우며 손가락 동작과 함께 말소리를 결합한다.
예를 들면 /m/을 발음하며 집게손가락, /æ/에서 가운뎃손가락, /s/에서 약손가락, 그리고
/t/을 발음하며 새끼손가락을 든다. 몇 번을 시연한 다음, 네 손가락을 이어 들면서 mast를
발음한다. 학생들도 따라 하며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5) 음소 인식 지도는 최대한 신속하게 문자와 연계하는 것이 좋다. 이미 초등 1~2학년에 이른
ELL 아동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음소를 문자와 연계함으로써 교사는 알파벳 원리를 명시
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6) ELL 학생들에게 음소 인식 교육을 할 때 교사는 이것을 발음 교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
다. ELL 학생들은 특정 영어 음소를 구별하고 인지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정확하게 발음하
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 학생들은 /d/를 무성음에 가깝게 발음하거나 th에 해당
하는 발음을 잘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순간에 교사는 한두 번 정도 정확한 발음을 입술
모양이나 혀 등을 크게 움직여서 시연해 보인 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연습하도록 약간의
시간을 준다. 그러나 발음 교정에 시간을 끌지 말고 곧 다시 음소 인식 지도 내용으로 돌아
가도록 한다.
(7) 음소 인식 지도를 할 때 등장한 단어들의 의미를 확인시키며 진행하도록 한다. Slip을 가지
고 음소 인식 활동을 했다면 slip이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가르쳐 준다.

위와 같은 큰 방향 아래에서, ASCD 지침서는 교사들이 ELL들과 함께 할 수 있는 14가지 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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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교수•학습 절차를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어휘의 목록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ASCD 지
침서: 16-28).

4.2.2 ELL 아동에게 효과적인 파닉스 지도
파닉스는 문자나 문자 조합을 보고 그것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 능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파닉
스는 문자나 문자 조합으로부터 그것이 무슨 단어인지를 알아내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까지
를 말한다. 앞서 말한 대로 제1언어이든 제2언어이든 동일한 언어 발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초기 문식성 지도의 순서는 영어원어민 학생에게나 ELL 학생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단
ELL의 모어에 없는 음소가 영어에 있다든지 문자 체계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에 대해서는 ELL의 모어의 특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
ELL의 읽기 발달은 영어원어민 아동과 동일한 스텝을 밟는다. 그 각각의 단계에서 ELL 학
생의 필요는 무엇인지 ASCD 지침서가 소개한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활자를 인지하는 것(print
awareness)부터 시작한다. 하얀 종이에 찍혀 있는 검은 것이 우리의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주변의 문자 표지를 알아보고, 대문자, 소문자와 마침표 등
을 구별하고,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을 알게 된다. 친숙한 동화책을 외워서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흉내 내는 행동 등도 다 활자 인지를 반영한다. 이 단계에서 어린 ELL 학습자들은 상
당한 문화적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글자를 읽는 방향이 정반대인 언어도 있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
로 읽는 언어도 있다. 대소문자의 구별이 없는 언어, 한자와 같은 표의문자 체계의 언어 등 배경이
다양하다.
다음으로 자기 언어의 문자의 이름을 아는 것(alphabetic knowledge)이다. 가나다, 또는 ABC
노래를 외워서 부르고 문자를 보고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반응 속도가 빠를수록 이후 단
계로의 이행이 순조로워진다. 알파벳 지식은 대개 알파벳 이름 말하기  알파벳 쓰기  각 알파
벳 문자의 소리 알기의 순서로 발달한다. 알파벳의 모양과 그 이름 및 소리를 구별하는 과정에서
ELL은 또 다시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로마자에 익숙하지 않은 ELL이라면 상하 대칭인 문
자쌍(b/p, d/q), 좌우 대칭인 문자쌍(b/d, p/q), 상하가 거꾸로인 문자쌍(w/m, u/n) 등을 습득하는
데 좀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알파벳 이름을 아는 것과 더불어 대개 셋째 단계인 음소 인식
이 발달한다. 음소 인식에 대해서는 상기한 내용을 참고하자.
이후 이어지는 과정이 알파벳 원리(alphabetic principles)를 터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파닉스
지도의 큰 토대를 이룬다. 영어의 알파벳 원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식에 기초해 있다.

(1) 하나의 음소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글자(예: sh, th, oo, oa)와 대응한다.
(2) 하나의 음소에 대응하는 문자소는 여러 개일 수 있다(예: to/shoe, bed/said).
(3) 동일한 철자의 조합이 하나 이상의 음소를 나타낼 수 있다(예: mean/deaf, said/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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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원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ELL 학습자들은 모어 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영어
와 동일한 문자 체계를 갖고 있되 철자가 표상하는 음소가 상이한 경우 ELL 학습자들은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의 철자 i는 영어의 /ai/ 음소가 아닌 /i:/(long e)에 대응하는
데, 이런 부분에 주의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어 모어 배경을 가진 ELL 아동이 처음
영어 알파벳 원리를 학습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음소 지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ASCD 지침서는 귀띔
한다: b, l, long o, ow, p, r, sh, th, l-clusters, r-clusters.
파닉스를 통한 알파벳 원리를 터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영어 글자를 더듬더듬 ‘해독하며
(decoding)’ 읽게 된다. 그와 동시에 파닉스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고빈도 일견 어휘를 지속적으
로 학습하고 암기하게 되며, 어휘 통제의 정도가 강한 글감에서 그 정도가 약한 텍스트로 이행하
며 해독 기술을 자동화한다. 그런 다음 유창하게 읽는 단계와 어휘 지식을 심화시키는 단계를 거
쳐 의미의 이해와 창출을 위해 텍스트를 읽는 숙련된 단계로 다가가게 된다.
알파벳 원리의 터득에서 해독하며 읽는 단계, 즉 파닉스 단계에 한정해서 보면, 이 발달 단계에
있는 ELL 학습자를 지도할 때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별 음소와 단어 차원의 파닉스 지도를 하는 단계에서는 명시적이고 난이도가 체계
적으로 배열된 파닉스 프로그램일수록 좋다. 지문 읽기와 파닉스 내용이 섞여 있는(embedded
phonics) 프로그램보다 체계적인 파닉스(systematic phonics)가, 체계적인 파닉스 안에서도 분
석식 파닉스(analytic phonics)보다는 합성식 파닉스(synthetic phonics)가 더욱 효과적이다. 원
어민보다 ELL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파닉스 교육이 더 유용하다. 분석식 파닉스와 합성
식 파닉스에 대해서는 <아고라> 지난 호에 소략히 안내하였다.
둘째, 파닉스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고빈도 일견 단어를 하루 두세 개 정도 따로 지도한다. 일
견 단어는 철자와 발음과 의미를 통째로 익힐 수 있도록 암기시킨다. 그러나 일견 어휘를 가르치
기 위해 파닉스 지도를 유예하거나 파닉스 지도를 불규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영어를 전
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한 아동이라면 알파벳 이름 말하기와 파닉스와 일견 어휘를 함께 가르쳐
도 무방하다. 아이의 모어 능력과 지능이 성숙한 초등 2학년 이후라면 빠른 시간 안의 집중 파닉
스 지도도 역시 무방하다.

ELL 학생에게 개별 단어 차원의 파닉스 규칙을 가르칠 때에는 그 단어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면
서 진행한다. 또한 어떤 파닉스 규칙을 가르친 이후에는 ELL 학생에게 익숙한 쉬운 단어 가운
데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어휘를 골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원어
민 아동에 비해 ELL에게는 연습의 기회가 훨씬 더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i/ /t/ /p/
/n/ /s/를 가르친 후라면 it, in, pit, pin, sit, sip, tip 등의 단어를 주고 개별 단어를 읽는 연습을 할
수 있다.
ELL의 파닉스 지도 순서는 영어원어민 아동을 위한 보통의 합성식 파닉스 지도 순서를 따르면
된다. 단 ELL 학생의 모어에 없는 음소에 대해서나 모어의 음소-철자 조합과 차이가 나는 규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 연습을 해야 한다. 교사가 해당 ELL의 언어를 모르는 경우에도 어떤 음소
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는 금방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성인이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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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에게 어떤 영어 발음이나 철자가 어려운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파닉스 지도와 병행하여 통제된 어휘로 쓰인 읽기 자료로 읽기 활동을 시작한다. 파닉스는 단
어 목록으로만 배워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문맥을 통해 규칙을 확인하고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한
다. 파닉스 진도가 다 끝난 후에 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닉스를 지도하면서 동시에 읽기를 시
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ELL 학생들은 종종 아직 배우지 않은 파닉스 규칙을 적용하는 순발력
을 보이기도 한다. 통제된 글감을 읽을 때에도 수업의 초점은 ‘의미 이해’에 맞춰져야 한다. 읽기
자료를 읽은 후에 학생들은 내용에 대해 토론하거나 자신이 그때까지 배운 파닉스 규칙을 활용하
여 짧은 독후감 등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일깨울 수 있다.
합성식 파닉스가 끝나고, 읽기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단계에서는 온셋과 라임으로 단어를 쪼개
는 분석식 파닉스(예: 학생이 light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여 flight와 sight, plight
등을 가르치는 것)와 어휘 분석 활동(word analysis, 예: 접두•접미어 및 형태론 규칙을 학습하
기)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 단계에서 ELL들은 구두 언어와 어휘 학습이 어느 정도 이뤄졌
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어휘를 이용한 분석식 파닉스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한 어휘 분석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더 많은 어휘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된다.
어휘가 통제된 읽기 자료에서 좀더 자연스러운 읽기 자료로 이행하는 시기의 ELL 학습자에게
는 개별 음소 단위의 파닉스 훈련을 보충하기보다는 내용 어휘 학습을 보강해 주는 편이 더 유용
하다. 읽기 활동 전후에 모르는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데, 불규칙적 어휘에
대해서는 읽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한편 규칙적인 어휘에 대해서는 읽기 후 활동에서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식으로 어휘 지도를 보강할 수 있다.
음소 인식 지도에 대한 단원과 마찬가지로, ASCD 지침서는 교사들이 ELL들과 함께 할 수 있
는 15가지의 파닉스 교수•학습 절차를 상세히 소개해 놓았다(ASCD 지침서: 44-53).

5. 맺으며
지금까지 CRESPAR 리포트와 ASCD 지침서를 중심으로 ESL 환경에 있는 영어학습자의 기초
문식성 지도의 과학적 배경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 중에서 특히 CRESPAR 리포트를
통해 우리는 적기의 균형 잡힌 이중언어 교육이 뒷받침될 경우 모어와 영어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문식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과 외국어를 배울 때 모어를 배제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ASCD 지침서를 통해서는 파닉스 교육의 여
러 접근 방법과 요소들을 어떤 순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단, 위 문헌의 내용을 적용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적기의 음소 인식 교육은 만 5세
무렵이고 아동이 문자 언어에 대한 수용력이 있을 경우 곧바로 문자와 결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이후 아동의 읽기 발달에 유리하다는 결과를 해석할 때, 결코 이것을 ‘조기 읽기 교육’으로 착각해
서는 안 될 것이다. Goswami(2007)가 지적했듯이, 만 5세 이전에 읽기를 배운 아이들이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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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를 배운 아이들에 비해 향후 학업 성취도가 낮았다는 결과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아동의
인지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조기 교육은 아동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년 시기의 아이들은 문자 해독이 아니라도 읽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
을 것이다.
문식 교육에서는 흔히 초등 4학년 시기를 읽기 능력의 분기점으로 본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학생들은 ‘읽기 학습(learning to read)’에서 ‘읽기를 통한 학습(reading to learn)’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교육 과정도 초등 4학년을 기점으로 내용 교과의 비중
이 대폭 늘어나며 필요한 개념 지식과 어휘의 학습 부담도 급격히 커진다. 이 글에서 우리가 살펴
본 CRESPAR 리포트는 기본적인 해독 이후의 ELL의 읽기 능력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하다
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초등학교 초반의 파닉스와 해독 능력은 읽기라는 긴 여정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그 단계 이후
에도 ELL 학생의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다문화 학생의 31%, 영어
에 능숙하지 못한 ELL 학생의 무려 51%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August와 Shanahan, 2006). 연구자들은 기본적인 해독 독해 이후에는 내
용 지식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어휘력과 영어 구조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 독서 경험의 축적을 통
한 이해 기술의 습득이 ELL 학생이 학업에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은 EFL 환경에 있는 한국 영어학습자에게도 정확히 들어맞는다.
최적의 파닉스 교육은 파닉스 교육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파닉스 훨씬 이전부터 어린
이를 문자 언어에 준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언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출생과 더불어 놀
라운 속도로 축적된 학습자의 모어 능력을 영어 파닉스 지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파닉스 교육은 그 이후의 읽기 과정에서 일어날 발달을 준비시키는 것이
어야 한다. 독서의 궁극적 의의—즉 ‘의미의 이해와 창출’이 중심이 되는 파닉스 교육의 방법을 앞
으로도 계속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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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Trends in Second
Language Assessment
Hye-Won Lee (Pearson, Consultant)
(ELT, 4th wave)

1. Introduction
The introduction of criterion-referenced testing in the English portion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has been one of the hot educational issues on Korean media since the
announcemen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last fall. This governmental plan has sparked an ongoing debate about the pros and cons of
criterion-referenced tests and created a great interest in English language testing among not only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fessional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Receiving this widespread
attention, the current topic-focus article features trends in the field of second language
assessment, specifically, current issues in language assessment research with a sample of English
language tests for delineating, with concrete examples, some features of currently used tests.
The following sections highlight four topics I consider recognized in the latest language
assessment research and perhaps interesting to the AGORA readers. The topics, listed in an
alphabetical order, are 1) argument-based validity, 2) automated scoring and feedback systems, 3)
diagnostic language assessment, and 4) integrated assessment tasks. As this is a brief introductory
article, I will keep each section concise and leave additional reference for those who require more
detailed information.

2. Argument-Based Validity
Validity in language testing has long been perceived as the degree to which a test measures what
is supposed to measure. This narrower perspective of validity takes threefold models: criterion
validity (predictive and concurrent validity), content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It appears that
a validity model is chosen often arbitrarily, depending largely on the type of available data (Guion,
1977), and in this regard, a more unified approach to validity seems desirable.
Messick (1989), in his seminal work, defines validity as “the degree to which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rationales support the adequacy and appropriateness of interpretations
and actions based on test scores” (p. 13) and presents a conceptual basis for considering validity

40

AGORA

Current Trends in Second Language Assessment

within a unifying framework. In this version of validity, score interpretation, use and
consequences, not the test itself, are key; in other words, validity is not a property of a
test, but depends on how scores from a test are interpreted, used, and have an impact
on stakeholders of the test. Although it manages to provide a unified concept of validity
and is “conceptually elegant,” Messick’s validity framework is “not very practical” due to
implementation difficulty (Kane, 2012, p. 7).
An argument-based approach to validity can address such limitation by systematically
laying out and evaluating a chain of claims and associated backing to validate the
intended test score interpretation (the meaning of the test score), use (the purpose of the
score such as diagnosis and placement), and consequences (the impact of the intended
score use on stakeholders of the test). This validity approach can be compared to the way
attorneys defend their client. As attorneys make a list of claims for the argument that
their client is not guilty, test developers do the same for the argument that the test score
is interpreted, used, and has an impact as intended. Second, attorneys collect and use all
possible and strong evidence to support the argument, so do test developers. Third, as the
degree of plausibility of the attorneys’ argument is evaluated by judges and jurors, that
of the test developers’ argument is evaluated by test users and other language testing
professionals. Lastly, as attorneys gather more evidence to make their argument stronger
for the subsequent trials, test developers continuously conduct validation research to
obtain more backing for developing their validity argument.
This validity approach adopts Toulmin’s (1958) model of argument, which offers
a practical system for building a validity argument, and enables test developers and
researchers to plan and organize their validation research. Kane (2006) present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argument-based approach to validity in the context of
educational measurement. Discussions of this approach re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second language assessment can be found in Chapter 5 and Chapters 8 to 12 of Bachman
and Palmer (2010) and Chapter 1 of Chapelle, Enright, and Jamieson (2008). Chapelle et
al. (2008), particularly Chapter 9, is a noteworthy piece in that it is the first report on the
validation of a working language test program, the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EFL) Internet-based Test (iBT)®, that synthesizes research studies under the framework
of argument-based validity. Some other example documents reporting validation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rgument-based approach are Cheng and Sun (2015), Doe
(2015), Pardo-Ballester (2010), and Youn (2015).

3. Automated Scoring and Feedback Systems
A direct measure of productive language skills, i.e., speaking and writing, is a set of tasks
that elicit test-takers’ performance samples such as speech data and written essays. This
kind of responses has typically been evaluated by trained human raters with respect to
predetermined scoring rubrics. Rater training prior to evaluation and rating procedures
themselves are time-consuming and labor-intensive processes, which often increa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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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cost and restrict the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Significant advance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and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nd processing technologies have expedited the development of automated
scoring and feedback systems that can complement (or possibly replace) human raters
and therefore, contribute to more efficiency. For automated essay scoring, current NLP
technologies can predict one’s overall writing proficiency, using some surface linguistic
features such as essay length, grammatical accuracy, vocabulary use, and overall
organization structure. The e-rater® engine (https://www.ets.org/erater/about), developed
by the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 is one of the widely used automated essay
scoring systems. It has been used as a second rater, besides a certified human rater, to
score the Analytic Writing section of the Graduate Record Examination® (GRE®) and the
independent writing task of the TOEFL iBT®. It has also been used as the sole rater to
provide writing scores and/or feedback for ETS’s practice tests and products including the
TOEFL® Practice Online and the Criterion® Online Writing Evaluation service (http://www.
ets.org/criterion/about/). Most of the present automated essay scoring engines including
e-rater® are not, yet, advanced enough to score more complicated features of writing such
as coherence, content and meaning (Weigle, 2010).
Automated speech scoring systems, supported by the latest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nd processing technologies, face more challenges, as spoken discourse
is more fragmented, repetitious, and less structured than written on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recognize spontaneous accented speech and model supra-segmental features
such as intonation and stress patterns. The VersantTM Test (https://www.versanttest.
com/), a fully automated language test owned by Pearson, circumvents the problem of
recognizing and processing free extended speech by scoring highly constrained speech
only. It measures “facility in L2” that may be correlated with skills required for extended
speech production (Bernstein, Van Moere, and Cheng, 2010, p. 355) and predicts,
rather than directly measures, communicative competence. On the other hand, the
SpeechRaterSM engine, developed by ETS, rates free and extended speech, but only the
features that can be reliably extracted by current speech processing technologies. The
engine has been used to score the TOEFL® Practice Online Speaking test, but not for highstakes decisions.
Compared to automated scoring systems, automated feedback systems are still in
their infancy. One of the few feedback systems is the Criterion® Online Writing Evaluation
service that identifies errors in students’ essays and provides immediate and detailed
feedback in the format of marked-up texts and feedback messages, besides computergenerated holistic scores. Despite its efficiency and instantaneousness, feedback provided
by the current automated writing evaluation (AWE) tools needs significant improvement
in accuracy, clarity and explicitness. To address these issues, a research team at Iowa State
University has developed and launched an enhanced AWE tool called CyWrite (https://
cywrite.engl.iastate.edu/wp/). CyWrite highlights the value of writing as a process and
delivers real-time feedback that appears as students write as well as after-submission
feedback. This feature adds formative layers to the system and provides more explicit
feedback to th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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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Write, Iowa State University>

As current automated scoring and feedback systems are in the relatively early stage of
development, they should be used with cau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score/feedbackbased decisions (high-stakes or low-stakes) one makes. A review of literature will help
to make effective use of the systems. Chapelle and Chung (2010), Dikli (2006), and Xi
(2010) are great resources for learning an overview of research on automated scoring
and feedback systems.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automated essay scoring can be
found in Ericsson and Haswell (2006) and Shermis and Burstein (2003). Bernstein, van
Moere, and Cheng (2010), Xi (2008), and Xi, Higgins, Zechner, and Wiliamson (2008)
discuss details and theoretical concerns about automated speech scoring systems.

4. Diagnostic Language Assessment
An interest in learning-oriented assessment has recently been growing among language
testers and many other applied linguists. Compared to screening/selection-oriented
testing, learning-oriented assessment approaches, one of which diagnostic language
assessment (DLA) I will introduce in this section, highlight the informative and educational
aspects of language assessment. In this approach, assessment should provide detailed, yet
comprehensible information about test-takers’ (or learners’) knowledge/skills/abilities, and
promote and facilitate further learning beyond what they already know and can do.
The working definition of DLA is “the processes of identifying test-takers’ (or
learners’) weaknesses, as well as their strengths, in a targeted domain of linguistics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providing specific diagnostic feedback and (guidance for)
remedial learning” (Lee, 2015, p. 303). Besides the overall strengths, learners’ weaknesses
and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weak points are important elements to identify in DLA.
Such identification should be made based on the targeted competence and learning
goals. Great progress in automated scoring and feedback technology (discussed in Section
3) has provided means for more efficient diagnosis and feedback reports and thus, spurred
development of D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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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 can be conceptualized as consisting of three major parts: 1) diagnosis, 2)
(diagnostic) feedback, and 3) remedial learning and instruction (Lee, 2015). First,
diagnosis is the core process of DLA. It involves the development and use of diagnostic
instruments such as tests and questionnaires, next, the collection, analysis, and scoring of
the test-takers’ data, and last, the estimation of the patterns of the test-takers’ strengths
and weaknesses in a targeted domain. In the estimation process, the weaknesses are
separated from the strengths at a general level, and the major causes of the weaknesses
are determined at a more specific level. Second, (diagnostic) feedback describes and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diagnosis to the test takers, teachers, and other stakeholders
of assessment. The presentation of the results takes on various forms such as an enhanced
score report composed of both quantitative (e.g., numeric scores) and qualitative (e.g.,
written descriptions) information. Third, remedial learning and instruction includes a set
of learning tasks aimed at assisting the test takers to improve the diagnosed aspects and
ultimately reach the targeted competence and learning goals. Remedial programs can be
provided by the DLA developers and/or the teachers and schools. Test takers themselves
can also initiate their own learning.
An example of DLA is Criterion® (introduced in Section 3) used in a college-level
academic English writing class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at Iowa State University.
Students submit their working essays to Criterion®, which grammatically analyzes the
submitted papers. Students can instantly view color-coded errors, in their own essays, per
grammatical category such as “missing or extra articles,” together with a suggestion for
edits when hovered over the color-coded parts.

<Criterion® , ETS>

44

AGORA

Current Trends in Second Language Assessment

With this initial diagnostic information, students become conscious of their grammatical
weaknesses in specific areas and encouraged to correct the identified errors. Multiple
rounds of submission to the system and immediate feedback on the changes students make
can induce and facilitate remedial learning (Lee, Li, & Hegelheimer, 2012). For the latest
reference resources of DLA, a set of theoretical discussions and state-of-the-art research can
be found in the special issue of Language Testing (2015).

5. Integrated Assessment Tasks
It has been a widely accepted practice in test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to assess
one’s language proficiency with a test divided into skill sub-sections (e.g., listening,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Many test score users share this view of language ability as
conceptualized by separate skills and prefer to receive scores in each skill (Jamieson, Eignor,
Grabe, & Kunnan, 2008). However, a recent approach to language assessment largely
acknowledges that much “real world” communication includes the integration of two or
more skills (Frost, Elder, & Wigglesworth, 2012; Jamieson, Jones, Kirsch, Mosenthal, & Taylor,
2000). This perspective has been reflected in test design with the adding of integrated tasks.
Test takers who carry out an integrated task are provided with the input, and this
stimulus material becomes the basis of test-takers’ performance on the task in a context
that simulates real-life language use (Lewkowicz, 1997). This type of assessment task is
particularly favorable for assessing academic language ability (Plakans, 2013). For instance,
the TOEFL iBT®, a highly popular academic English proficiency test, includes four integrated
tasks in the speaking section and one integrated task in the writing section to measure the
test-takers’ ability to synthesize and convey information from source materials. Two of the
four integrated speaking tasks ask test takers to read a short passage, listen to an academic
lecture or a conversation about campus life, and answer a question by combining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text and the talk. The other two tasks ask test takers to listen to an
academic lecture or a conversation about campus life and respond to a question regarding
what they heard. The integrated writing task asks test takers to read a passage on an
academic topic, then listen to a speaker discussing the same topic, and write a summary
about the key points in the listening passage and explain how they relate to the important
points of the reading passage. These tasks can elicit the performance test takers would often
provide in their (future) academic life.
Integrated assessment tasks are preferred due to their authentic nature (Plakans, 2013;
Weir, 1990). Authenticity in language assessment means resemblance between real-life tasks
that an assessment task intends to simulate and the corresponding assessment task that
involves elicited test-taker performance. Independent tasks, a traditional task type designed
to assess a productive language skill (e.g., responding orally to a prompt that asks about
test-takers’ pleasant and memorable school event), in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tests
can assess an individual’s ability to produce language based only on his/her prior topical
knowledge. In this respect, a scope of spoken or written samples that can be elicite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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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to what knowledge/experience test takers bring to the test. On the other hand,
integrated tasks, where input materials are provided for the follow-up language production
(e.g., explaining orally about an academic concept test takers learn from a biology input
lecture), can allow test takers to talk or write about more various kinds of topics, not
restricted to their prior experience or common knowledge; thus, an academic language
test that includes integrated tasks has potential for evaluating a kind of language ability
essential in academic situations. What test takers are asked to perform in integrated tasks is
closer to what they would do in real-life academic contexts, in other words, more authentic.
Plakans (2013) is a recent encyclopedia entry on integrated assessment tasks that serves
as an excellent introductory overview. Some research studies on integrated writing tasks are
Cumming, Kantor, Baba, Eouanzoui, Erdosy, and James (2006), Ohkubo (2009), Plakans
(2009), and Plakans and Gebril (2012). A body of empirical research on integrated writing
assessments appears also in the special issue of Language Assessment Quarterly (2013).
Some research studies on integrated speaking tasks are Brown, Iwashita, and McNamara
(2005), Frost, Elder, and Wigglesworth (2012), Huang (2010), Inoue (2009). Iwashita,
Brown, McNamara, and O’Hagan, (2008), Lee (2006), and Sawaki, Stricker, and Oranje,
(2009). This set of published studies, except Frost et al. (2012), however, piloted prototype
tests in which integrated speaking tasks were only one small portion of the test tasks. The
influence of the tasks on test performance and score interpretation was one of the research
concerns, but not the main focus of the studies.

6. Conclusion
We can see from the discussion of the topics introduced in this article that current language
testing research recognizes assessment that is developed to better suit the intended test
purpose. Current academic proficiency tests such as the TOEFL iBT® can assess key academic
language abilities by the adding of integrated assessment tasks so that college admission
officers can infer international applicants’ English proficiency in an academic context more
accurately and select students who would have little difficulty in taking courses in English.
The current diagnostic language assessment (DLA) framework, with the help of recent
automated scoring and feedback systems, explicitly integrates learning components into
the assessment paradigm and maximizes the use of diagnostic feedback in facilitating
subsequent instruction. The validity of such score/feedback use can be examined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of argument-based validity.
The debate over a change from norm-referenced to criterion-referenced testing in the
English portion of the CSAT may be resolved by the consideration of the test purpose. The
core of the debate, I think, is whether the change can provide more (or at least equally)
informative information to stakeholders, primarily high school graduates, their parents, and
university admission officers,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Korea. Continuous research on the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new format is
expected to generate productive discussions and support or modify the current decision.

46

AGORA

References

Bachman, L., & Palmer, A. (2010). Language assessment in practic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Bernstein J., Van Moere, A., & Cheng, J. (2010). Validating automated speaking tests. Language Testing, 27(3),
355-377.
Brown, A., Iwashita, N., & McNamara, T. (2005). An examination of rater orientation and test-taker
	performance on English-for-Academic-Purposes speaking tasks (TOEFL Monograph Series MS-29).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Chapelle, C. A., & Chung, Y.-R. (2010). The promise of NLP and speech processing technologies in language
assessment. Language Testing, 27(3), 301-315.
Chapelle, C. A., Enright, M. K., & Jamieson, J. M. (2008). Building a validity argument for the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TM. New York, NY: Routledge.
Cheng, L., & Sun, Y. (2015). Interpreting the impact of the Ontario Secondary School Literacy Test on second
	language students within an argument-based validation framework. Language Assessment Quarterly,
12(1), 50-66.
Cumming, A., Kantor, R., Baba, K., Eouanzoui, K., Erdosy, U., & James, M. (2006). Analysis of discourse
	features and verification of scoring levels for independent and integrated prototype written tasks for the
new TOEFL (TOEFL Monograph Series MS-30).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Dikli, S. (2006). An overview of automated scoring of essays. The Journal of Technology Learning and 		
Assessment, 5(1), 3-35.
Doe, C. (2015). Student interpretations of diagnostic feedback. Language Assessment Quarterly, 12(1),
110-135.
Ericsson, P.F., & Haswell, R. (Eds.). (2006). Machine scoring of student essays: Truth and consequences. Logan,
UT: Utah State University Press.
Frost, K., Elder, C., & Wigglesworth, G. (2012). Investigating the validity of an integrated listening-		
	speaking task: A discourse-based analysis of test takers’ oral performances. Language Testing, 29(3),
345-369.
Guion, R. (1977). Content validity: The source of my discontent.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1–10.
Huang, H.-T. D. (2010). Modeling the relationships among topical knowledge, anxiety, and integrated
	speaking test performance: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Order No. 3417461,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Retrieved from http://search.proquest.
com/docview/748226412?accountid=10906. (748226412).
Inoue, M. (2009). Health Sciences Communication Skills Test: The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Melbourne
Papers in Language Testing, 14(1), 55-91.
Iwashita, N., Brown, A., McNamara, T., & O’Hagan, S. (2008). Assessed levels of second language proficiency:
How distinct? Applied Linguistics, 29(1), 24-49.
Jamieson, J. M., Eignor, D., Grabe, W., & Kunnan, A. J. (2008). Framework for a new TOEFL. In C. A. Chapelle,
	M. K. Enright and J. M. Jamieson (Eds.) Building a validity argument for the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TM (pp. 55-96). New York, NY: Routledge.
Jamieson, J., Jones, S., Kirsch, I., Mosenthal, P., & Taylor, C. (2000). TOEFL 2000 framework: A working paper
(TOEFL Monograph Series MS-16).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Kane, M. T. (2006). Validation. In R. Brennan (Ed.), Educational measurement, 4th ed. (pp. 17-64), Westport,
CT: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nd Praeger.

Vol 14 . 2016

47

Kane, M. (2012). Validating score interpretations and uses: Messick Lecture, Language Testing Research 		
Colloquium, Cambridge, April 2010. Language Testing, 29(1), 3-17.
Lee, H., Li, J., & Hegelheimer, V. (2012, September). The impact of Criterion® on error reduction: A longitudinal
study. Paper presented at TSLL conference, Ames, Iowa.
Lee, Y.-W. (2006). Dependability of scores for a new ESL speaking assessment consisting of integrated and
independent tasks. Language Testing, 23(2), 131-166.
Lee, Y.-W. (2015). Diagnosing diagnostic language assessment. Language Testing, 32(3), 299-316.
Lewkowicz, J. A. (1997). The integrated testing of a second language. In C. Clapham & D. Corson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ume 7: Language testing and assessment (pp. 121-130).
Dordrecht: Kluwer.
Messick, S. (1989). Validity. In R. L. Linn (Ed.), Educational Measurement, 3rd ed. (pp. 13–103). New York: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nd Macmillan.
Ohkubo, N. (2009). Validating the integrated writing task of the TOEFL internet-based test (iBT): Linguistic
analysis of test takers’ use of input material. Melbourne Papers in Language Testing, 14(1), 1-31.
Pardo-Ballester, C. (2010). The validity argument of a web-based Spanish listening exam: Test usefulness 		
evaluation. Language Assessment Quarterly, 7(2), 137-159.
Plakans, L. (2009). Discourse synthesis in integrated second language writing assessment. Language Testing,
26(4), 561-587.
Plakans, L. (2013). Assessment of integrated skills. In The encyclopedia of applied linguistics (Vol. 1). Hoboken,
NJ: Wiley-Blackwell.
Plakans, L. M., & Gebril, A. (2012). A close investigation into source use in L2 integrated writing tasks. 		
Assessing Writing, 17(1), 18-34.
Sawaki, Y., Stricker, L. J., & Oranje, A. H. (2009). Factor structure of the TOEFL Internet-based test. Language
Testing, 26(1), 5-30.
Shermis, M. D., & Burstein, J. (Eds.). (2003). Automated essay scoring: A cross-disciplinary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Toulmin, S. (1958). The uses of argumen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igle, S. C. (2010). Validation of automated scoring of TOEFL iBT tasks against non-test indicators of writing.
Language Testing, 27(3), 335-353.
Weir, C. J. (1990). Test methods. In Communicative language testing (pp. 42-85). New York: Prentice Hall
International.
Xi, X. (2008). What and how much evidence do we need? Critical considerations for using automated speech
	scoring systems. In C. A. Chapelle, Y.-R. Chung, & J. Xu (Eds.), Towards adaptive CALL: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or diagnostic language assessment (pp. 102-114). Ames, IA: Iowa State University.
Xi, X. (2010). Automated scoring and feedback systems: Where are we and where are we heading? Language
Testing, 27(3), 291-300.
Xi, X., Higgins, D., Zechner, K., & Williamson, D. M. (2008). Automated scoring of spontaneous speech using
SpeechRater v 1.0 (ETS Research Rep. No. RR-08-62).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Youn, S. J. (2015). Validity argument for assessing L2 pragmatics in interaction using mixed methods. 		
Language Testing, 32(2), 199-225.

48

AGORA

AGORA Interview

My Simple Dream Evolved into
a Strong Determination
Hye-Won Lee is one step closer to realizing her dream as she completes
her doctoral degree in language testing. Now she is ready to put her strong
determination into contributing to validation research in language testing.

Recently good news has arrived at IGSE. It was about the academic achievement of one of
our alumni Hye-Won Lee, who just completed her Ph.D. in language testing at Iowa State
University. During her doctoral studies, she had to undertake several responsibilities as
a student, a researcher, and a teacher. And now she is about to open a new chapter in her
life. In addition to the AGORA topic focus article on language testing, Hye-Won shares her
Ph.D. experience and advice with fellow IGSEans through a written interview. The AGORA
editorial team sends special thanks to Hye-Won Lee for her invaluable contribution to
AGORA and best wishes for her future endea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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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RA: Congratulations on your achievement. What
made you become interested and pursue a Ph.D. in
language testing?
Lee: My master’s thesis advisor, Professor Hyunsook
Chung, and the former President, Dr. Nahm-Sheik Park,
were great influences on my decision to pursue a Ph.D.
Their continuous encouragement and support during
my studies at IGSE helped me dream about studying at
a doctoral program in the U.S. My simple dream evolved
into a strong determination when I encountered several
cases where children were emotionally hurt and had lost
motivation for continuing their English learning due to
the invalid results of some poorly developed tests of
English. This field experience led to my interest in the
validation of language tests and studying about it.
AGORA: Can you briefly tell us about your Ph.D.
research at Iowa State University?
Lee: Language testing researchers and test
developers have long preferred to use integrated
tasks due to their authentic nature. However, such
presumed authenticity is taken for granted without
empirical justification. Therefore, in my dissertation
research, I examined and compared the situational
and interactional authenticity of two integrated task
types: a speaking task following an audio lecture
on an academic topic (a widely used integrated task
type) and a multimedia-mediated speaking task—
a similar task to the integrated listening-speaking
task, but with a video lecture as its stimulus (a new
integrated task type I developed for the study).

“I put a student hat on
in the classes I took and
quickly switched to an
instructor mode in the
classes I t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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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RA: It is our understanding that you had to teach
courses during your doctoral study. Keeping the
balance between the two different roles as a student
and an instructor must have been a challenge. Any
tips on how you managed to survive through?
Lee: One of the greatest trainings I had during my
doctoral program was how to manage playing
various roles. In the first few semesters, I struggled
to juggle many assigned responsibilities, but after
numerous trials and errors, I learned a way to switch
instantly between different hats and focus on the
role required on each occasion. For instance, when
I attended a class, I said to myself, “I put a student
hat on and from now on, I am a student,” and did
all my best as a student during class. After class, on
the way to a class I taught, I quickly switched to an
instructor mode and prepared myself to provide a
lesson as I planned and not to think about the class I
had just taken during my teaching session. Being in
the right mode in a given situation and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of that mode was a way I found
to help use my time efficiently, and it helped me
manage multiple roles during my doctoral studies.
AGORA: You also had an internship opportunity at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 during the Ph.D. years.
Can you share the experience with us?
Lee: The internship was part of a long-term
foundational research project o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language assessment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ELLs) in the U.S. As a member
of a project group consisting of both Iowa State
University and ETS researchers, I analyzed literature
and observed classrooms to investigate how tablets
are used in K-12 education and developed prototype
tablet tasks to assess the English language ability of
ELLs. Based on this domain analysis and prototyping,
we proposed a task model that guided new tabletbased English language assessments. From this
internship experience, I learned ways to overcome
challenges from projects involving multiple
perspectives and understand and incorporate
different views.

AGORA: We heard that you recently undertook
collaborative research with Pearson. Can you introduce
your major responsibilities in the projects?
Lee: I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current Test of
English Language Learning (TELL), Pearson’s tabletdelivered language proficiency assessment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item bank is appropriate for
international markets and study concurrent validity
aspects of the English for Professionals (E^Pro) Exam
with other internationally-recognized tests such as
the TOEIC test.
AGORA: What do you expect to accomplish in your
career in the next five years?
Lee: I expect to secure research grants and undertake
a long-term research project in the area of EAP. The
project will include collecting longitudinal classroom
academic speaking data and conducting linguistic
analyses to characterize the growth patterns of
academic spoken English proficiency. Such findings
will guide a development of data-driven descriptors
of different levels of academic English spoken
proficiency, and the developed descriptors will be
validated.

AGORA: What advice do you have for a student wanting
to enter your field?
Lee: I would suggest building lots of hands-on
experience such as doing internships at language
testing companies. I learned the ins and outs of
test development and validation research during
my internships, especially the practical constraints
to consider which are usually not easily obtainable
from books. These field experiences gave m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field and insights into
my own research. For those who want to develop
their career as a language testing professional, handson experiences will provide a valuable opportunity to
apply learned knowledge into practices and expand
the scope of knowledge through new understanding.
AGORA: Do you have any final words of wisdom for
your fellow IGSEans who wish to pursue a Ph.D. abroad?
Lee: Setting a clear research goal and having detailed
future plans early on, preferably before beginning
a doctoral program, will be helpful in overcoming
challenges during one’s Ph.D. life. There will be many
big and small ups and downs throughout, but if one
clearly knows why s/he is doing a Ph.D., it will be a lot
easier to endure hardships and persevere along the
way. Whenever I faced a difficult situation, I reminded
myself of the motivation behind my decision to
pursue a Ph.D. and goals to achieve after earning a
degree. This self-reminder helped me see the bright
side of challenges and stay focused.

“If one clearly knows
why he or she is doing a
Ph.D., it will be easier
to endure hardships
and persevere along
the way.”
Vol 1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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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Special Focus I

IGSE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Inspiration Drawn from ELT Giants around the World
Each year since its foundation, IGSE has been inviting eminent ELT scholars from around the globe to give
a special lecture at the campus. It all started with IGSE’s first president Yong Moon, who believed such
opportunities would help IGSEans grow their global perspective and stay updated on the latest research trends
and discussions. Over the years a total of 74 lectures were given by 52 guest speakers including some of the
“big names” in the field of ELT such as David Nunan and Henry Widdowson, in topics spanning from language
teaching methods to other linguistic areas such as translation and dictionary. IGSE’s connections to ELT scholars
in and outside of Korea have been long-standing, and the AGORA editorial team is proud to present a timeline of
the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which has become the institution’s defining tradition. *Below each year are the
name, affiliation/job title, and lecture title of the guest speakers in the order of their presence at IGSE.
Our special lectures are also open to non-IGSEans, and we greatly welcome those who wish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and knowledge in English education and learn more about what IGSE has to offer. Information
on the upcoming lectures can be found on the notice board of the school website at www.igse.ac.kr.

2002
David Nunan
Anaheim University
“What is Task-Based Language
Teaching?”
Bo-young Lee
Feeling English
“The Roles and Meaning of English
Teachers in Korea”
Lloyd Eldredge
Brigham Young University
“The Role of Phonics in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Henry Widdowson
University of Vienna
“Colloquium in ELT in L2”

2003
Won Kyung Cho
“How to Globalize Korean Culture”
James Forrest
British Council
“Using Poetry in Your Language
Teaching”

Michael Stuart Byram
University of Durham
“Designing Material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Jung-hyo Ahn
Translator and Author
“The Ten Commandments of Translation”

Nahm-Sheik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영어에서 볼 수 있는 환생과 보상의 현상 ”

Juck-Ryoon Hw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ociolinguistic Aspects of English”

Craig Chaudron
University of Hawaii
“The Context for Interaction: Needs,
Input and Feedback in L2 Learning”

Brian Tomlinson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
“Current Trends in Research on EFL
Materials”
“How to Develop Effective Materials”
Bernard Spolsky
Bar-Ilan University
“English Education for Korea in the
Context of a Theory of Langua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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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wha Cho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통역/번역 전문가의 길 ”

Michael Barlow
Rice University
“Using Corpora in Language Teaching”

Jack Richards
Regional Language Center & Macquarie
University
“What Makes an Effective Language
Lesson?”

* The speakers’ affiliation/job tittles are based on the time they visited IGSE.

2004

Gary Barkuizen
University of Auckland
“Resolving Tensions in Students’
Willingness to Interact”
Michael McCarthy
University of Nottingham
“Lessons from the Analysis of
‘Chunks’”

David Nunan
•
•

Henry Widdowson

Anaheim University
Former President of TESOL (2014-2015)

•
•

Major Publications:
• The Learner-Centred Curriculum: CUP (1988)
• Syllabus Design: OUP (1988)
• Go for It: Heinle & Heinle (1998-1999)
• Language and Culture: Routledge (2010)

2005
Won Kyung Cho
“How to Globalize Korean Culture”
Graham Crookes
University of Hawaii
“The Teacher Development Group and
Some Targets for It, in EFL Professional
Development”
Richard Schmidt
University of Hawaii
“The Role of Attention and Awarenes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ifty (probably) True and (possibly)
Useful Findings from SLA Research”
Tom McArthur
University of Exeter
“Implications of the Term—World
English”
“Implications of the Term—Asian
English”

University of Vienna
Pioneer of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Major Publications:
•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UP (1978)
• Learning Purpose and Language Use: OUP (1983)
• Aspects of Language Teaching: OUP (1990)
• Linguistics: OUP (1996)

2006

2007

Thomas Santos
Advisor, U.S. Embassy
“Task-Based Learning and Student
Motivation”

Yong Moon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영어의 얼굴 ”

Hyunbok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Phonetics and English Pronunciation
Education”

Mido Lee
Translator
“영화 번역은 장미 꽃밭에서 맨발로 춤추기 ”

Kevin MacLaven
British Council
“English Next—the Implications for
Korea of David Graddol's Latest
Research into the Future of English”
James Dean Brown
University of Hawaii
“What Every Language Teacher Should
Know about Standardized & Classroom
Testing”
Richard Day
University of Hawaii
“The Reader Dependence Hypothesis”
“The Education of English Teachers”
May Shih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Trends in TESOL Implications for ELT
Curricula & Materials”
Rod Ellis
University of Auckland
“Task-based Teaching—Sorting Out
the Misunderstandings”

Jungwha Cho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Foreign Languages and
Interpretation”
Tim McNamara &
Micheline Chaloub-Deville
University of Melbourn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The Uses of Tests—a Challenge
to Validity Theory the Construct of
the Native Speaker Rater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Michael E. Rudder
U.S. Embassy
“Motivation—the Key to Success”
Anne Lazaraton
University of Minnesota
“Non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in the ESL/EFL Classroom—Insights
from Rec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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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Tomlinson

Rod Ellis

•

Anaheim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at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
• Leader in humanistic approaches to language learning

•

•

•

Major Publications:
•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UP (1998, 2011)
• Developing Language Course Materials: RELC (2004)
• Research in Materials Development for Language
Teaching: Continuum (2010)

Major Publications:
•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UP (1985)
•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UP
(1993, 2008)
• Form-Focused Instruc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CUP (2000)

2008

Anaheim University
Theorist of task-based language learning

2009

2010

Michael E. Rudder
U.S. Embassy
“Tribute to the Teacher, Songs for the
EFL Soul”
“The Role of Grammar in the
Curriculum”

Robert Gibson
University of Hawaii
“Teaching Pronunciation Using a
Communicative Approach”
“Language Program Administration as
a Career Option”

Lourdes Ortega
University of Hawaii
“The Future of Meta-Analysis in
Applied Linguistics”
“Contemporary Challenges for SLA
Theories”

Richard Day
University of Hawaii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d Extensive Reading”
“True or False? Beliefs about Teaching
EFL Reading”
“Busted Lessons”

Graham Crookes
“Making EFL Critical Pedagogy More
Feasible—What Strategies Can be
Used, What Work Needs to be Done?”
“Philosophies of Teaching in TESOL—
An Essential Element for Practitioners,
Resources Available, and Empirical
Research Needed”

Sandra McKay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Researching Second Language
Classroom”
“EIL: Standards in the Teaching of
Grammar and Pragmatics”
Nahm-Sheik Park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Compensation in the Structure of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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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Douglas
“ESP Testing and Technology”

Luca Onnis
“Simulating Language Learning in the
Laboratory—Some Implications for
Language Teaching”
“From the Lab to the Classroom
and Back—Bridging the Science of
Learning with Language Teaching”
George Scholz
Embassy’s American Center Korea
“Shaping the Way We Teach English”
Richard Day
University of Hawaii
“Comprehension & Fluency in EFL
Reading Instruction”

Hilary Nesi
•

Carol A. Chapelle

Coventry University
Specialist in EAP discourse analysis; pedagogical lexicography;
corpus design and analysis

Iowa State University
Co-editor of The Encyclopedia of Applied Linguistics
• Winner of 2012 Lifetime Achievement Award in Language Testing
• 

• 

• 

Major Publications:
• Dictionary

Use in The Encyclopedia of Applied Linguistics:
Wiley-Blackwell (2012)
• Researching Users and Uses of Dictionaries in The Bloomsbury
Companion to Lexicography: Bloomsbury Academic (2013)
• Dictionary

Use by English Language Learners in Language
Teaching: CUP (2014)

Major Publications:
• Computer Application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oundations for Teaching, Testing and Research: CUP (2001)
• Assessing Language Through Computer Technology:
CUP (2006)
• Tips for Teaching with CALL: Practical Approaches to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Pearson (2008)

2011-2013

2014

Hilary Nesi
Coventry University
“Corpus Design and Development”
“Using Dictionar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Sandra McKay
University of Hawaii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o”

Simon Borg
University of Leeds
“Doing Good Quality Research”
“Teachers' Beliefs and Practices in
Teaching Grammar”

Joan Kang Shin
University of Maryland
“Catching Up to the 21st Century—
Are We There Yet?”

Carol A. Chapelle
Iowa State University
“New Developments in Language
Testing”
Charles Browne
Meiji Gakuin University
“New General Service List (NGSL) &
New Academic Word List (NAWL)”

Herbert Puchta
“Critical Thinking with Young Learners”
Jong-Bok Kim
Kyung Hee University
“Attitude, Aptitude & Altitude”
Jin Kim
Yoons English School
“The Role of Phonemic Awareness and
Phonics in Early Literacy Development:
What and How”

2015
Glenn Allies
British Council
“ELT Program Development and
Management”
Mario Herrera
“Making Learning English Big Fun for
Young Learners!”
Thomas Santos
U.S. Embassy
“Teaching Shakespeare in the English
Language Classroom”
Chuck Sandy
Author, Motivational Speaker &
Educational Activist
“Advanced Masters of Vocabulary:
Strategies & Activities That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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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이 말하는

IGSE, 그리고

‘영어교육 1인 기업’

강지민
영어교재개발학과 2기

임미정
영어교재개발학과 3기

박순
영어교재개발학과 6기

Northeastern Illinois
University TESOL 교수

학원운영
(EMD Media 연구소, 정철어학원)

대전국제통상고 영어교사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박사과정

박선민
영어지도학과 6기

강상미
영어지도학과 6기

박지호
영어교재개발학과 7기

정원근
영어교재개발학과 7기

KAIST 영어과 교수

해커스 어학원 토익 RC 강사

현대영어사 평가연구팀
스마트 연구팀

한양여대 영어과 겸임 교수
원정통번역센터 운영

Q1: 현재 하는 일은?
강지민: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Northeastern Illinois University의 TESOL 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 업무는 ESL/
TESOL 교사 양성 및 관련 분야 연구이다.
임미정: 작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하고 있다. 덧붙여 온라인 콘
텐츠 개발과 ELT 영어교재, 수험서를 집필하고 있다. (원어민이 가장 강의하기 좋아하는 책인 『브릭스 300』의
공동 저자)
박 순: 대전 소재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다. 그리고 2015년 1학기부터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박사 과정
을 이수하고 있다. IGSE를 졸업 후 총 3권의 단행본을 출간했는데 모두 신경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영어 교육서
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중학 사이버 영문법』 교재 개발 작업에 참여했고 EBSLang의 『EBS 대
표 영문법』을 공동 집필했다. 또한 KBS 스페셜다큐 및 EBS 다큐프라임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했으며 KBS 라디
오 ‘공부가 재미있다’에 출연한 적이 있다. 청취 치료 관련 통역 일도 연간 약 3~4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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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영어교육 1인 기업’ 양성 전문대학원으로의 재탄생을 기념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 지식, 실무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개척하고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IGSE 졸업생 7인을 만나보았다. 그들에게 IGSE에서의 경험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영어교육
1인 기업’으로서 어떤 분야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박선민: KAIST 인문사회과학부 영어과 교수로 한국의 과학자들에게 말하기, 듣기, 발표, 읽기 및 논문 작성을 위한 쓰기
를 지도하고 있다.
강상미: 해커스 어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RC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박지호: 현대영어사 평가연구팀 스마트 연구팀에서 연구, 기획,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원근: 3년째 한양여대에서 비즈니스 영어와 무역 영어 강의를 하고 있고 원정통번역센터(http://ojtrans.com)를 설립하
여 비자 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2: IGSE에서의 학업과 경험이 현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강지민: IGSE 재학 중 학회에 몇 번 참가하여 발표한 기억이 있다. 석사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학회 발표를 잘 하지 않는
데 IGSE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연구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IGSE의 다양한 특강과 해외 전공연수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구체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 박사 학생들은 학부나 석사를 미국에서 마친 경우가 많은데 나는 한국
에서 공부했지만 IGSE에서 얻은 다양한 학습/연구 경험을 통해 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현업도
즐기고 있다.
임미정: 영어교재 분석 수업, 동기들과 교재를 직접 출판 해보았던 프로젝트 편집 실습 등 실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
교수님들의 노하우와 세심한 지도를 통해 얻은 것이 많다.
박 순: IGSE에서는 조별 활동과 개인 발표가 많았는데 덕분에 자기가 아는 바를 남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전달력이 많
이 늘었다. 오전에 있었던 영어회화 및 영작문 수업으로 인해 영어 실력 자체도 많이 향상되었다.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기회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졸업 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쓰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학회나 워크숍에 적극 참여한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었는데 책이나 논문에서만 접했던 정상급 연구자들의 강의
를 직접 들었던 것이 큰 보탬이 되었다. 석사과정 동안 배웠던 사전학, 연구방법론, 어휘론, 평가론을 비롯한 모
든 과목들이 영어를 어떻게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박선민: 학부 때는 영문과에서 교직 이수를 해서 영어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IGSE에서 제대로
영어교육을 배울 수 있었다. IGSE에서의 다양한 학술 활동은 내 학문적 호기심의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하였고
박사과정에 대한 의욕을 키워주었다. 각기 다른 분야(공교육, 사교육, IT, 유•초등부터 성인 강의까지)의 영어교
육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다방면으로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값진 경험이었다.
강상미: 대학원에 오기 전까지는 ‘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대학원에 오면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
는 것을 느낀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박지호: IGSE는 영어교육에 대한 성숙한 배움이 가능했던 곳이다. 특정 분야(어휘, 코퍼스)에 관심도 생겼고 정말 마음
껏 공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IGSE에서의 많은 발표 연습이 입사 후 프레젠테이션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정원근: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었고 통번역 분야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IGSE가 이 둘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IGSE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조합은 생각하지 못했다. 교수님들의 수업 준비/방법에 대해 벤치마킹 할 수 있었던 것
도 강사로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때부터 교사의 입장이 아닌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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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영어교육 1인 기업’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하는지?
강지민: 나는 대학교라는 기관에 속해있지만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개개인이 가진 강점을 최대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내가 미국에서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위치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은
스스로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얻은 경험을 언어습득 및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재해석하고 학
생들과 공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임미정: 수십 년 동안 영어교재를 사용한 학습자이자 영어교재개발자
박 순: 관심 분야가 넓어 명확한 브랜딩은 어렵지만 ‘뇌과학적 영어청취 개선 전문가’라고 이름 붙이면 어떨까 싶다.
박선민: 소통하는 기업인 것 같다. 다양한 사람들을 알고 소통하면서 영어라는 도구로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1인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상미: 원리를 알면 생각보다 쉬운 것이 문법이고 독해인데 이 영역에서 확실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박지호: 연구 활동과 대중을 상대하는 것을 모두 경험하고 거쳐왔다는 점에서 1인 기업으로서의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정원근: IGSE 졸업생 뒤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동문이 있다. 동문이 잘 협조하면 강력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데 영어교육외에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동문과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한다.

Q4: IGSE 재학생 및 예비 신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강지민: IGSE에 진학할 당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학교라는 울타리로 들어왔던 시
기였다. IGSE는 학생들에게 학습/연구/개발/출판 등 매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서 본인이 원하는 꿈을 꼭 찾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임미정: 영어교재 개발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협업 활동이다. 따라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
단계 더 먼저 생각하고, 한 걸음 더 양보하는 영어교재개발자가 된다면 더 많은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으리
라 생각한다.
박 순: 배우고 익히는 것만큼 사람의 머리가 늙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없다고 한다. 재학 중에 마음껏 배우고 익히고
즐기길 바란다. 예비 신입생들도 남들이 다 가는 넓고 붉은 길보다 외롭더라도 나만의 푸른 길을 걸어갔으면 한
다. 모두 다 가는 길은 안정감을 줄지는 몰라도 나의 색깔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박선민: 지금 재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라. 학업, 동아리 활동, 교우관계 등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
길 바란다. 논문도 많이 읽어보고 (박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은 IGSE에서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i +2
나 i +3처럼 버거운 일에도 도전해보는 정신이 있으면 좋겠다. 다양한 경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이
고 알게 모르게 미래에 좋은 기회로 돌아올 것이다.
강상미: 지금은 IGSE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졸업 후 현업에 나가서 내 능
력치를 넘어서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IGSE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박지호: 너무 공부나 연구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학계 밖의 일반 대중, 즉 나의 강의나 교재를 소비해줄 소비자들도 잘
알면 좋을 것 같다. 미래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방안도 고민해보면 졸업 후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것
이다. 취업에 있어서도 내가 연구를 얼마만큼 했는지 보다 내가 얼마나 시장을 잘 알고 경험해 보았는지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원근: 영어교육 업계가 호황은 아니다. 현재 다들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건 기회일 수 있다.
창조적인 1인 기업, 기존 영어교육 시장에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려는 역동적인 시도, 흥패의 여부를 떠난 도전
자체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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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ing
2015
ELT, In & Out of IG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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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5

National Curriculum: Elementary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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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ing 2015

IGSE MA Research Outcomes
2015 Highlights
From an analysis of 51 research outcomes from 45 IGSE graduates in 2015, several key features were found. First, development
research has become the most favored choice for IGSE graduates. This represents the tendency of students to prefer practical
studies such as curriculum development and materials publication that can be put into immediate use. Second, substitution works
accounted for nearly 30% of total research outcomes. This figure is quite significant considering that substitutions accounted
for an average of only 12% in the previous 11 years. Lastly, over 80% of the research outcomes were written in English. It is
particularly noticeable that all projects were completed in English.

45

Graduates

51

Research outcomes

Among the 51 research outcomes, there are ...
21 Projects,
11 Theses,
14 Conference presentations,
3 Journal article publications,
2 Materials publications.

Overall Research Outcomes
The bar graph on the right shows that projects are the most
preferred research type (47%), followed by substitution
(29%) and theses (24%). In projects, materials development
outnumbered curriculum development by more than four
times. A total of 13 students obtained a master’s degree with
a substitution—7 students from conference presentations,
3 students from journal article publications, and 3 students
from book publications. As the number of substitutions
increases, theses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accounting
for less than one quarter of the research outcomes in 2015.

Development
research, conference
presentations, and
book & journal article
publications offer
IGSEans practical ways
to become a “MASTER”
in the field of ELT.

Materials
Development

Conference

Journal

Curriculum
Development

Book

Project (47%)

Substitution (29%)

Thesis (24%)

Research Patterns in ELT and EMD
In the past years, ELT graduates wrote more theses than projects
whereas EMD graduates wrote more projects than theses. This
year, however, projects were preferred by both ELT and EMD
students, although the portion of theses in the ELT department
was nearly double the percentage in the ELT department.
EMD Dept.

ELT Dept.

23%

32%

thesis
project
substitution

45%

17%
35%

48%

Research Languages
The number of MA research written in English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ing at IGSE, accounting for 81% of research outcomes in
2015. What was particularly noticeable this year was that none of the projects were written in Korean. IGSE continues to encourage
its students to produce their academic works in English so that they can gain competence and recognition in the global ELT field. The
fact that half of the faculty members at IGSE are native English speakers may also have affected the students’ choice of language.

60

AGORA

In this brief report, the AGORA editorial team presents an infographic display of
the12th wavers’ MA research outcomes. Here we summarize an analysis of research
patterns, languages, topics, methods, and subjects of the theses and projects
produced by 45 IGSEans in 2015.

Nearly

1 in 3students

Research Topics
The results of a research topic analysis are illustrated in the graph below.
Pronunciation

3

graduated with a

Materials

4

substitution.

Literature

4

Learning strategies

4

Language acquisition

4

Development
research
accounted for

65% of 2015
research outcomes
compared to 57%
in the previous 11
years.
More than

80% of

research outcomes
were written
in English.

Lexicography

5

Grammar

5

Vocabulary

7

Teaching methodology

Process Drama

Language skills

S

TBLT

CLT
R

etc.

19

W

L

19

The most researched topics in 2015 were language skills and teaching methodology.
Speaking was the most popular subtopic covering nearly half of the researches conducted
on language skills while listening was the least. Among researches on teaching
methodology, process drama and task-based language teaching (TBLT) were equally
popular. It can be inferred from the result of the topic and subtopic analysis that many
IGSEans find their interest and develop expertise in process drama, lexicography, and TBLT
as IGSE offers solid courses on those subjects. These research topics define IGSE’s strength
and differentiate IGSE from other academic institutions.

Research Methods
At IGSE, the four major research method types are quantitative, qualitative, mixedmethod, and development. The first three are mainly used in theses whereas development
research applies to projects.

Thesis In qualitative research, systematic analysis was a dominantly conducted method. When it comes to quantitative studies,
surveys and experiments were most commonly used. For mixed-method studies, experiments and systematic analysis came first and
second. In the past years, quantitative research had been the dominant approach in thesis writing, but this year, qualitative studies
outnumbered quantitative research.
Project In development research, the most commonly employed data collection technique was analysis of existing materials
or curricula followed by survey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used for needs analysis to
investigate the needs of target learners or users.

Substitution Among 14 conference presentations, 10 involved development research, and the other 4 involved qualitative
research. All three journal article publications used qualitative research with systematic analysis. The majority of the works granted
substitution are outputs of class assignments, indicating that courses offered at IGSE are well designed to foster professional scholars.

Research Subjects
Similar to the previous years’ results,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continue to be the most
studied subject groups for the researches done in 2015.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by the high
percentage of IGSEans who are public school teachers, but it also reflects the global trend of studying
English at a younger age, drawing more interests and opportunities to the young learner segment.

Primary
Secondary
Adult
College

25%
20%
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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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Outstanding Theses & Projects
1st

Research Type & Topic

WINNER

Research Design
 Experiment: 150 first graders in
Korean high school
 pre-survey, pre-test and
A
post-test, post-survey

Thesis
Quantitative research
Pronunciation; learning strategy

Research Questions
1. How does ‘listening &
pronouncing’ vocabulary
instruction affect students’
English vocabulary retention?

Conclusion
1. Learning vocabulary with
pronunciation is an effective
way to remember the meaning
of unknown words.

2. What relationship lies between
pronunciation-related
instruction and students’
learning style (visual/auditory)?
3. What is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pronunciationrelated learning method?

2. Not enough evidence was
found to show any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and
vocabulary learning methods.

Evaluation Comments

“An exemplary action research”
“A rigorous study on a topic rarely
explored in the field of ELT”

3.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found the pronunciationrelated learning method
effective and fun, and
expressed willingness to use
the method again in the future.

Q: “Mind brain and education” is an interesting topic that has
not been considered as a major research field in ELT. What
made you choose the topic?
A: During his EMD class, Prof. Jeong once recommended us to do some
reading on futurology, emphasizing that English learning materials should
address the needs and interests of the prospective learners. I thought that
Seung-Yeon Kang (EMD)
the same should apply to theses; for the next year full year, I looked into
futurology books and speeches made by futurologists, asking myself what
the future audience would require in the field of ELT. And what came to my mind was “brain science.” Also, during
the statistics class, I heard the professor say “English education experts from IGSE should be able to express their
view on the most recent English teaching methods with strong theoretical foundation.” That is when I decided to
test and evaluate the emerging brain scientific research in an actual school setting.

Q: We heard that your progress was quite slow at the beginning. How did you manage to
successfully complete your thesis under the given circumstances?
A: I didn’t even have a clear research topic until the day of research proposal in November of the third semester. It
wasn’t until the second week of March when I had the experiment completed and began writing the thesis. Prior to
getting started on the thesis, I had actually made two presentations each at KATE and ALAK but completely failed
because the test results didn’t come out to be significant. I think this failure led me to pour deeper thought into
experiment design and execution for the thesis from the very beginning. Having done consistent and substantial
reading on the subject throughout the school years also helped me complete the paper in such a pressur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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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32 theses and projects submitted in 2015, two theses and two projects were
selected as the recipients of the 2015 IGSE Outstanding Thesis/Project Award. The
following pages are their research summaries and short interviews with the winners.

2nd

Research Type & Topic

WINNER

Research Design
 2 experiments: 160 sixth
grader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pre-survey, pre-test and
A
post-test, program evaluation

Thesis
Mixed-method research
Lexicography

Research Aim
To identify appropriate dictionary
use skills for Korean EFL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methods which best enhance
their learning

Conclusion
1. Subjects often had misconceptions
about dictionary use skills
teaching before the treatment.
2. Subjects had high interest in
electronic dictionary use skills and
different reactions to each skill in
terms of difficulty and motivation.

Evaluation Comments

“Profound literature review with
strong implications and rationale”
“Clear presentation made the
reading experience informative &
pleasurable”

3. A need to teach dictionary use
skills along with language skills
was revealed.
4. It was also revealed that practice
is as important as explicit teaching
in dictionary program.

Q: What was the motivation for choosing dictionary using
skills as your research topic?

Sujin Oh (ELT)

A: I had difficulty choosing a research topic as I entered IGSE with almost
no knowledge of English education. I heard from the professor that there
remains a lot to research on in the field of lexicography, and after reading
a number of journals related to dictionary use, I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there are some concerns to be addressed for the previously proposed
dictionary using skills to be applied to the primary school setting.

Q: Your thesis stood out for its coherence and reader friendliness. Can you provide us with
some tips?
A: My thesis was rather complex, and my biggest concern was how to effectively organize the content. I think the
foremost step in writing a thesis is to read diverse research articles and textbooks and construct the optimal structure
or frame to elaborate your story within. Always keeping in mind the overall context when deciding where to tell
which part of the story will help you stay consistent and coherent throughout the paper.

Q: What steps were involved in your preliminary research and planning for the literature
review?
A: I was always told by the professor that for writing well-founded literature reviews, recording what I read is as
important as reading a lot. I took this advice and used two methods—1) recorded bibliography, summary, and
annotation for each journal article read, and 2) organized the articles according to the TOC of my thesis. By doing
so, I could save time referring back to the references and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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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Research Type & Topic

WINNER

Research Design
 Survey: 130 middle school
students, 45 English teachers

 Semi-structured
interview: 8
female English teachers

 Analysis
of writing sections in 2
English textbooks

Project
Materials development
Language skills (writing); teaching
methodology

Research Questions
1. How can writing instruction be
more effectively implemented
within Korea’s National
Curriculum?

Conclusion
1. Process-genre based writing can
be an effective model for English
writing instruction in the Korean
secondary school EFL context.

2. What ar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xisting writing
materials?
3. How can grammar, an essential
part of writing instructio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 the
process-genre approach?

Evaluation Comments

“Comprehensive and skillful
work on complicated theoretical
background”
“A unified, persuasive piece of work
with clear rationale”

2. Existing Korean writing resource
books do not provide adequate
coverage of genre-based writing.
3. Both deductive and inductive
approaches to grammar
teaching in writing instruction
complement one another.

Q: How did you manage to construct a theoretical framework
on complicated subjects like Systematic Functional Linguistics
(SFL) in a comprehensive and rigorous way?
A: I considered having a strong theoretical backbone to be of the utmost
importance, and revised the table of contents dozens of times to make
sure that there was logical flow and coherence all the way through. Once
Eun-Jeong Park (ELT)
the main framework was established, I organized sections and subsections
that follow with a “connection” in mind. Rather than rushing into writing, I
gathered and carefully arranged the key concepts and ideas in advance. And for this to be possible, comprehensive
reading and deep understanding of the existing theories and prior researches had to be undertaken first. I tried to
put a constant effort in reading and rewriting each and every sentence.

Q: Which elements do you think contributed to the clarity and persuasiveness of your project?
A: Since my objective was to develop a resource book for English teachers in Korea, I made sure that the interviews
were intensive and thorough enough to identify the actual needs of the target users and tried to make the best use
of the pilot test results. I think what made my work convincing we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grammar, which
is an essential part of writing instruction, and the situation analysis, which is rarely dealt with in previous projects.
I also incorporated the standards of achievement specified by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to the proposed
material to enhance its usability for Korean teachers of English. Referring back to the relevant theories and data
analysis results in the “Materials Development” section may have also supplemented logic to the final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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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Research Type & Topic

WINNER

Research Design
 Survey: 75 college students

 Semi-structured
interview: 3
English teachers
 review of literature related to
A
the target learners’ language
needs

Project
Materials development
EAP; vocabulary; language skills
(reading & writing)

Research Questions
1. To investigat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comprehensionbased reading instruction, the
characteristics of EAP reading,
and the integration of reading
and writing
2. To develop a set of EAP reading
and writing materials that
contains various text sources
and practice activities to
develop the target audience’s
literacy skills for academic study

Expected Result
The proposed material will bring
practical benefits to intermediatelevel Korean college students
in the area of literacy skills
development for academic
success.
Evaluation Comments

“Meaningfully contributes to the
EMD field by narrowing the gap
between research and pedagogy”

Q: You produced a polished piece of work by making
additional revisions after the oral defense. What did you
particularly focus on in your revision process?
A: I passed my oral defense in April but still wanted to take advantage of
the invaluable feedback given by the committee. One of the comments that
I agreed with was that my theoretical background on writing is relatively
Jae-Eun Jung (EMD)
weak compared to that of reading. So from then on, I continued building up
the theoretical background by adding the most recent research findings on
writing. I also carefully read through the entire thesis several times, not just to spot errors but also to ensure that the
paper was written in a smooth, logical manner.

Q: The committee agreed that your project can be put to an immediate use with tangible
benefit. How did you manage to make a strong case of the value of your proposed material?
A: At first I considered developing a material only focused on reading, but in the middle of the experiment, I realized
that college students actually find writing more difficult than reading, yet there are not enough writing coursebooks
suitable for those learners. I also learned from the research that learning two skills simultaneously creates synergies
and decided to incorporate both reading and writing into my materials development. Looking at the recently
published EAP materials, I noticed that the sections are often divided into listening & speaking and reading &
writing, but the problem was their difficulty level being too high for the average Korean college students. So I tried
to develop tasks that were less challenging and easier for my target learners to follow without outside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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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ans’ Academic & Professional Achievements
초등영어교육학회

(1. 17)
•12기 허미선 (포스터 발표)

1

The Effects of Task-Induced Involvement Load on Korean Young Learners’
Vocabulary Acquisition
•12기 오수진 (포스터 발표)

Teaching Dictionary Use Skills to Elementary Students: A Curriculum Specially
Designed for Elementary Students in Consider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Needs
and Errors in Using English Dictionary
•12기 정지원 (포스터 발표)

토익 스타트
상원서점
10기
조수현

The Effects of Learner-Development Portfolio on Learners’ Autonomy

4

24th MELTA International Conference (6. 1~6. 3)
•12기 배지영 (페이퍼 발표)

L1 Transfer on the Perception and Production of English Intonation by Korean EFL
Learners

ASIALEX 2015 (6. 27)
•정영국 교수 & 5기 배연경 (페이퍼 발표)

Where Is the Place for Slang?: An Analysis of Labeling of Restrictive Word
Usage in Monolingual English Learners’ Dictionaries
영어 개념
가이드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9호)
•2기 강지민 (논문 게재)

The Accuracy of Computer-Assisted Feedback and Students’ Responses to It

몰래 읽는
19금 영문법

엄마표 유아
영단어

엄마표 초등
영문법

완두북스

LanCom

LanCom

8기
이수련

12기
김이진 & 김영주

12기
전지현 & 김영주

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8. 28~8. 29)
•13기 김보연 (포스터 발표)

The Effects of Specially Designed Classrooms for English in Elementary Schools –
through Analyzing the Achievements in English Learning Based on EDUDATA

5

디지스
10기
양승혁

6
7

•13기 김보연 (페이퍼 발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Ways of Extensive Reading in
the Context of Korean Elementary School
•13기 김은희 (포스터 발표)

The Effect of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on English Proficiency Test of
Primary School Students
•13기 김은희 (페이퍼 발표)

The Effects of Shared Reading on the Vocabulary Learning of Underprivileged
Prim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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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5년에도 많은 IGSEan들이 학술 활동과 책 출간을 했는데 총 39건의 학회발표
(페이퍼 발표 26건, 포스터 발표 11건, 워크샵 2권)를 하였고, 9건의 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실렸으며, 11권의 책이 출간됐다.

외국학연구 (31호)
•박혜옥 교수 & 12기 허미선 (논문 게재)

Jan

Korean Elementary English Teachers’ Perception of Readers’ Theatre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0권 1호)
•3기 이보경 (논문 게재)

A Case Study of EFL Students’ Responses to Class Materials Depending on Their
Learning Styles

한국코퍼스언어학회(KACL) (4. 25)

Apr

•12기 박지희 (페이퍼 발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외래어를 활용한 3, 4학년용 영어 어휘 교재 개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센터 학술대회 (7. 9)
•5기 배연경 (페이퍼 발표)
디지털 사전의 변화 양상

English Language Teaching (27권 2호)

May

•김영우 교수 (논문 게재)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ELT Programs and Curricula in Korea

Journal of ASIALEX (2권 1호)
•5기 배연경 (논문 게재)

A Course in Dictionary Use for EFL teachers´ Lexicography

Jun

놀면서 크는
아이 놀면서
느는 영어

초등교과서로
영어문장
만들기

퍼플

더디퍼런스

7기
양은미

13기
장혜원 & 이은진

2015

KATE International Conference (8. 29)
•12기 손소영 (페이퍼 발표)

Jul

The Effect of a Text-driven Approach to an English Novel on Korean Adult
Learners’ Affective Factors
•13기 노세은 (페이퍼 발표)

The Suggested List of Phrasal Verbs for the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13기 이나래 (포스터 발표)

The Effects of Hidden Picture on the Learning of English Vocabulary in Korean
National Curriculum
•13기 하인경 (포스터 발표)

Aug

Developing Supplement Materials for English Class with Korean Cultural Heritages
Based on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RELC Journal (46권 2호)
•3기 이보경 (논문 게재)

EFL Learners’ Perspectives on ELT Materials Evaluation Relative to Learning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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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KETA/GETA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10. 17)
•12기 이경희 (페이퍼 발표)

10

English Writing Program Associated with Career Exploration for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13기 김정나 (페이퍼 발표)

Teach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Flipping the English Classroom in Korean
Secondary Schools
•13기 이나래 (페이퍼 발표)

Analysis of Noun Presentation with Article by Comparing Korea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and English Course Books
•13기 하인경 (페이퍼 발표)

How CLIL with Process Drama Contribute to Intercultural Competence?

11

Asia

TEFL International Conference (11. 6~11. 8)
•13기 김은희 (페이퍼 발표)

The Effectiveness of Shared Reading on Vocabulary Learning of Unmotivated Slow
Learners
•13기 김미정 (페이퍼 발표)

Curriculum Design Using Authentic Videos: a Step Closer
•13기 윤새롬 (페이퍼 발표)

Importance of Native Teachers’ Cultural Awareness about Confucian-HeritageBased Learners: Why and When Do East Asian Learners Feel More Anxiety?

Bricks Subject
Reading 1~4
사회평론
3기
임미정

•13기 김영옥 (페이퍼 발표)

The Effect of Metacognitive Instruction in Listening Competence for EFL Young
Learners
•13기 김장숙 (페이퍼 발표)

Study on Effects of Guessing Strategy with Dictionary Use on Vocabulary Retention
•13기 이그레이스주연 (페이퍼 발표)

Action Research: The Role of Emotion and Drama in Language Acquisition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11. 13)
•13기 한지연 (포스터 발표)

An Analysis of Online Dictionaries: The Use of Online English Learners’ Dictionaries

한국영어학회-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 28)
•12기 강영수 (페이퍼 발표)
마인드맵을 활용한 영어성경 교재 개발
•13기 홍용희 (페이퍼 발표)

Developing an English Teachers’ Resource Book for Literature Classes: Using
Process Drama Techniques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0권 4호)
•박혜옥 교수 & 12기 이희정 (논문 게재)

Developing Task-Based English Speaking Materials for Kindergarteners Based on
Nuri Curriculum

English

Teaching (70권 4호)
•12기 남유경 (논문 게재)

Korean EFL Students’ Strategy Use in Gap-Filling Inferenc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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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e

2015 KOTESOL International Conference (10. 11)
•12기 오예슬 (페이퍼 발표)

Effective Way: Code-Switching

Oct

•13기 윤새샘 (워크샵)

Process Drama
•13기 한지연 (워크샵)

Vocabulary Teaching Through Collocation-Based Activities

새한영어영문학회

(10. 17)
•13기 한지연 (페이퍼 발표)

An Effective Way Of Teaching Collocations To EFL Young Learners
•13기 김미정 (페이퍼 발표)

Nov

Examining Phonics Lessons in English Textbooks Focusing on 3rd and 4th Grade
Group

Asia

TEFL International Conference (11. 6~11. 8)
•12기 서정아 (페이퍼 발표)

Codified Korean English in Secondary School Textbooks: Levels of Awareness by
Writers, Teachers and Learners
•13기 노세은 (포스터 발표)
고딸 영문법
와이스쿨
8기
임한결

Comparative Study on Phrasal Verbs Usage for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in
Korea and Graded Readers
•13기 김정나 (포스터 발표)

Implementing Flipped Classroom for English Class to Develop 21st Century Skills
•13기 김보연 (포스터 발표)

The Effectiveness of Specially Designed Classrooms for English Learning in Korean
Primary School
•13기 한지원 (페이퍼 발표)

The Process of Change to Students’ Anxiety,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Throughout Genre-Based Writing Instruction
•13기 김희영 (페이퍼 발표)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Teaching Isolated FFI and Integrated FFI on Specific
Grammatical Items to Middle School First Graders
•13기 고은지 (페이퍼 발표)

A Communication Course for Cosmetology Students in Korea

한국사전학 (26호)
•정영국 교수 (논문 게재)
학습자용 연어사전 비교 분석

Dec
엄마랑 떠나는
영어체험학습

OPIc Grammar

혜지원

혜지원

13기
구수정 & 문연주

13기
김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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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Faculty Reading Recommendations

The Sense of Style: recommended by Christopher Douloff

Why is So Much Writing So Bad,
and How Can We Make It Better?
In The Sense of Style, linguist Steven Pinker answers this question. This
is a short but practical book. Pinker shows how writing depends on
imagination, coherence, grammatical knowledge, and an awareness of
what constitutes “good” writing.
A reaction against the prescriptive usage guides of the past, the book
ignores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decline” of language. Instead,
Pinker applies insights from the sciences of language and mind to the
challenge of crafting clear, coherent, and stylish prose. It’s filled with
examples of great (and not so great) prose, and it’s a useful review of
the course material in Writing Fundamentals (as well as Introduction to
Linguistics).
Steven Pinker /
Penguin Publishing Group

Children’s Literature in Second Language Education: recommended
by Steven Smith

Young Learners + EFL + Children’s Literature
This collection of papers contains contributions by leading scholars
on the uses of authentic English language children’s literature in EFL
classes for young learners. The text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that
discuss children’s literature in relation to 1) ER, 2) visual literacy, 3)
intercultural issues, and 4) empowerment and creativity.
For anyone interested in the potential benefits of bringing authentic
children’s literature (including young adult literature) into EFL
classrooms, this book is for you. Whether you are looking for theoretical
rationale for using children’s literature, research-based empirical
findings, or simply some new practical ideas, you will find it here.
Janice Bland /
Bloomsbury Academic

70

AGORA

IGSE faculty members offer their recommendations for pleasurable and thoughtprovoking reads of 2015. The reading selections across a range of genres, and topics
were made by 7 professors who explain why the books may be helpful or interesting
for IGSEans and what their implications are for ELT professionals.

Start with Why: recommended by Philip Hiver

People Don’t Buy What You Do,
They Buy Why You Do It
How do we explain when some people are able to achieve things that
defy all of the assumptions, when they appear to be just like everyone
else? Start with Why explores a surprisingly simple yet compelling
premise, that at our core, we don’t care about “what” you do or even
“how” you do it; we care about “why” you do it.

Simon Sinek /
Penguin Publishing Group

Many ELT and EMD professionals think, act, and communicate in ways
they believe are appropriate–that is they start with “what”. Imagine
how much more powerful L2 teaching and materials development
could be if instead we were to start with “why”. “Why” increases the
personal relevance for learners, which enhances the intrinsic value of
L2 learning and the materials being used, which in turn can lead to
greater investment in the learning process–something any ELT or EMD
professional should be looking to achieve through their work.

Caring and Sharing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 recommended
by Luke Daniel Jones

Affective Education is Effective
Caring and Sharing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 is a sourcebook
of humanistic techniques for those who want to stress the positives in
language learning, motivate learners, and make the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rewarding, memorable, and self-fulfilling. The purpose
of the book is to provide specific ways language teachers can weave
humanistic principles and strategies into their lessons.
IGSE students may use this book to gain a better insight into the
humanistic approach in language education or as a source of humanistic
activities that attempt to blend what students feel, think, and know with
what they are learning in their second language.

Gertrude Moskowitz /
Harper Co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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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국 교수가 추천하는 <불순한 언어가 아름답다>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린 사고를 지닌
영어교육 전문가
<불순한 언어가 아름답다>는 저자 고종석이 1996년에 처음 펴낸 <감염된
언어>를 교재로 삼아 2015년 3월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을 책
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 천
착해 온 언어학자답게 많은 사례를 들어가며 언어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
기 쉽게 설명한다.
언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불순한 언어가 아름답다’는 표현으로 요약된
다. 그는 ‘불순한 언어’ 혹은 ‘감염된 언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가 말하
는 이런 언어란 다른 여러 언어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섞이고 스며
듦으로써 더 풍성해진 언어를 말한다. 저자는 언어 이해든 우리의 삶에서
든 파시즘적인 순결주의를 경계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섞임과 스밈을 옹
호한다. 이러한 저자의 철학을 담은 이 책은 영어교육 전문가들을 언어와
사람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고종석 / 로고폴리스

박혜옥 교수가 추천하는 <수업혁명 1: 학습부진 탈출편>

뇌과학으로 증명된 학습 부진아 교육법
<수업혁명 1: 학습부진 탈출편>에서 지은이 에릭 젠슨은 빈곤의 정의를 크
게 6가지로 분류한다. 상황적 빈곤, 세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
곤, 도시 빈곤, 농어촌 빈곤 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빈곤 상황에 노출
된 아동들은 계속적인 스트레스로 뇌가 학습하기 부적합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교사가 학습자의 뇌를 이해하고 수업 전략과 교실 환경
을 뇌의 학습 원리에 맞게 바꾼다면 학습자의 뇌를 ‘학습하는 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다.
이 책의 저자인 에릭 젠슨에 따르면 교사가 뇌의 학습원리를 학습하고, 학
습부진 성공 사례에서 배우며, 지금 당장 실천한다면 학습부진의 뇌를 학
습 가능한 뇌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 부진아를 지도해야만
하는 교사라면 유용한 수업 전략을 실천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
는 이 책의 일독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에릭 젠슨 / 한국뇌기반교육연구소

72

AGORA

김영우 교수가 추천하는 <만약 고교 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경영을 고민하는 영어교육 전문가를 위한
한 편의 성공 스토리
이 책은 여고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야구부 매니저가 되어 성공 스
토리를 펼쳐 나가는 신나는 책이다. 책의 저자가 드러커(Drucker)의
<Management>를 읽고 감명을 받아쓴 책이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스토
리이지만 경영학의 구루인 드러커의 경영 이론을 소설의 상황에 맞춰 적절
하게 소개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요즘 많은 영어교육 전문가가 다양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 영어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해서 목표로 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때에 따라 담당
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 안될까? 프로
그램의 목표가 타당한지, 방법이 적절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럴
때 소설인 <만약 고교 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이라는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이와사키 나쓰미 / 동아일보사

김영우 교수가 추천하는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8판)>

책을 편집해야 하는
영어교육 전문가를 위한 매뉴얼
출판사 열린책들의 내부 자료를 출판업계 종사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2008
년부터 거의 매년 개정 출판하여 2015년에 8판에 이르렀다. 책 가격은 ‘실
비’ 가격으로 착하고, 판형은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자그마하다. 내용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편집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에 시의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편집은 특정 직업의 업무라기보다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
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라는 생각이 든다. 영어교육 전문가들도 예외가 아
니어서 경우에 따라 영어 교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어교육 관련 책자
를 기획, 집필, 편집, 출판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곤 한다. 이럴 때 어떤 과
정을 거쳐 책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오류 없이 한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책이 바
로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이다.
열린책들 편집부 / 열린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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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T Topics from Conferences & Journals
This article offers an overview of ELT topics widely studied and discussed in 2015. Major feature involves an
analysis of two academic resources: 1) conference presentation titles from Korea’s 10 major ELT academic
conferences* and 2) journal article keywords appeared in 10 international and domestic publications.** From the
analysis of over a thousand conference presentations, Multimedia, Vocabulary, and Assessment were chosen
as the key topics of 2015. Presented under these topics are corresponding presentation titles grouped and listed
by subtopics. As for the publication analysis, 12 most frequently tagged keywords from a total of 1,030 are found
and presented in the form of a concordance.

CONFERENCE PRESENTATIONS
3 Key Topics

JOURNAL ARTICLES
Top 12 Keywords

1. MULTIMEDIA

❶ learning

 digital, multimedia
 smart, mobile
 video, movie, game
 social network service (SNS)

❷ English

2. VOCABULARY
 vocabulary
 word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teaching method
 vocabulary list, EAP, ESP
 vocabulary + test
 vocabulary + dictionary

3. ASSESSMENT
 assessment
 test, testing
 self-assessment
 assessment literacy
 test validity
 test + writing, reading
 test + speaking, listening

❸ reading
❹ writing
❺ teacher(s)
❻ task(s)
❼ vocabulary
❽ teaching
❾ analysis
❿ based
⓫ knowledge
⓬ self

* For the conference presentation title analysis, presentation titles from the following 10 major ELT conferences were collected: 2015 ALAK
International Conference, AsiaTEFL International Conference 2015, The 21st Annual ETAK Conference, 2015 GETA/PKETA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KAFLE 2015 Conference, KAPEE 2015 Winter International Conference, 2015 KATE International Conference, KEES 2015
Conference, 2015 KOTESOL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2015 MEESO International Conference. Presentations titled in Korean language
were excluded from the list, and longer presentation titles were shortened to save space and enhance readability.
** For the journal keyword analysis, keywords tagged in the articles published by the following 10 academic journals from January to
November 2015 were used: [International] Foreign Language Annal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Language Learning, The Modern Language Journal [Domestic] English Teach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Foreign Language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The Journal of Asia TEFL. Words determined too
general or meaningless—language, L2, second, acquisition, of, and, foreign—were excluded from the raw data. The keywords are ranked in
the order of frequency, but the number of entries for each keyword does not follow the particular order as the same keyword appeared more
than once is presented only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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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itles on MULTIMEDIA
digital, multimedia
“Effect of digital stories on enhancing pre-intermediate EFL learners' listening comprehension”
“Study of the impact of task-based learning using digital technology on vocabulary learning”
“Listening comprehension through vocabulary learning by computer-assisted multimedia”
“Innovative and integrated teaching World Englishes through multimedia and technology”
“Application of software systems as alternative teaching methods for ESP classroom”
“College English teaching under digital environment in foreign languages university”
“Encouraging students to speak English by using multimedia technologies”
“A framework for EFL classroom teaching evaluation in the age of Big Data”
“Teaching and learning World Englishes through multimedia resources”
smart, mobile
“Developing digital literacy and promoting efficiency of English learning”
“Principles of mobile language learning”
“The argument for representation in multimedia approaches to ELT”
“Flipped Classroom as a mobile learning environment”
“Digital storytelling to develop academic and communication skills”
“A pilot study for developing mobile speaking Application”
“Translation teaching in the digital learning environment”
“Mobile assisted second language writing and rich text production”
“Too-muchiness of Big Data overcome in elementary EFL”
“Learners’ perceptions toward mobile-assisted speaking practices”
“Digital literacy as an approach to teach essay-writing”
“Smart learning preparation for L2 learners under EFL environment”
“Multimedia news storytelling as digital literacies”
“Mobile-mediation in developing EFL teaching and learning in China”
“Digital storytelling in chalk and talk classrooms”
“The use of smartphones as primary dictionaries in Japan and China”
“A study of mobile-learning-based feedback in college English Writing”
“Learner perception towards using smart phone as a learning tool in class”
“Using mobile instant messaging tool in college spoken-English teaching”
“Mobile micro-courses to improve pronunciation of Chinese EFL teachers”
“Use of mobile-assisted speaking exercises for TOEIC speaking preparation”
“SMART teacher lab for pre-service English teachers' mobile-based practicum”
“Extensive listening (EL) with 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 (m-learning)”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mLearning (mobile-learning)”
“Mobile-assisted teaching approach in developing engineering students’ learning autonomy”
“Analysis on attitudes toward mobile assisted language learning (MALL) in higher education”

video, movie, game
“Teaching culture in English class using video conferences with a native English speaker”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awareness of English via video conference”
“Activity designs and instructional practice of voice tube videos for English instruction”
“Applying digital game-based learning in the EFL classroom with instructional supports”
“Video making to enhance students’ vocabulary achievement and learning motivation”
“Online workshop for English teachers using video streaming and Skype textchats”
SNS
“Validating the use of movies as instructional material for teaching World Englishes”
“TED through reading aloud”
“School-connected video conferencing for pre-service English teacher education”
“Social media for language learning”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video conferencing class in English teaching”
“Exploring the use of Twitter for language”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L2 literacy based on the use of movie”
“Using TED talks to teach presentation skill”
“An introduction to a noticing strategy based on a movie story”
“TED Talks in the English language classroom”
“Reflections on the use of videos for collaborative learning”
“A study on the flipped learning-based TED Talks”
“Improvement of task performance by videoing tasks”
“Integrating Facebook usage into TEFL listening classroom”
“Examining students’ attitude towards English movie”
“The use of SNS to prepare for in-class discussions and debates”
“Captioning videos used for form focused instruction”
“Development of TED based listening materials for English majors”
“The Effects on movies from Hollywood to China”
“Collaborating SNS Facebook® into college EFL teaching in Taiwan”
“Curriculum design using authentic videos”
“Utilizing YouTube as supplementary resources in grammar learning”
“Build your own ESL computer game”
“Implementing effective strategies into academic listening using TED Talks”
“Integration of Facebook as an ICT- Supported Tool into English language”
“Developing YouTube-based listening materials for university students in Indonesia”
“University students' unwillingness to use Social Networking Services for languag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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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itles on VOCABULARY

2

vocabulary
“English vocabulary to enhance students’ vocabulary achievement and learning motivation”
“Impact of topic interest, L2 proficiency and gender on incidental vocabulary acquisition”
word
“Investigations into vocabulary of English textbooks at upper secondary schools in Japan”
“Guessing words in context”
“Relationship between vocabulary size, depth, and meaning developments”
“Translating swearwords of English into Korean”
“Analyzing young learners textbook according to vocabulary difficulty”
“Word class influence in English word associations”
“Second language learners’ perceptions on vocabulary learning”
“Relation between multi-word unit use and oral fluency”
“Assessing the role of vocabulary knowledge in EFL learning”
“A window into the interplay between word knowledge types”
“Role of content schema in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
“Effect of learning English coordinate conjunction word on Chinese”
“Problems with vocabulary faced by ESL learners in India”
“Effects of different presentation of words on low-level English learners”
“A corpus-based study of English vocabulary acquisition”
“Translation strategies on political buzz-word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ddressing the business of vocabulary acquisition”
“Diagnosing word segmentation strengths and weaknesses in L2 listeners”
“Vocabulary achievement and motivation”
“Pushed production of single words and collocations for enhancing fluency”
“Effects of the number of word retrievals required in a word-focused exercise”
“Word-internal factor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L2 English vocabulary learning”
“Effective of using nonsense words through the exercise on teaching reading strategies”

AZ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teaching method

“Post-reading vocabulary exercises for low level learners’ vocabulary learning & retention”
“Effects of task-induced involvement load on Korean young learners’ vocabulary acquisition”
“Effects of comprehension-based and production-based instructions on vocabulary learning”
“A study on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and the correlations with language proficiency”
“Improve the efficiency of English vocabulary learning with knowledge of phonosemantics”
“Using hidden picture on the learning of English vocabulary in Korean national curriculum”
“Empirical study on EFL learners’ needs and strategy uses in their vocabulary learning”
“Effectiveness of shared reading on vocabulary learning of unmotivated slow learners”
“Impacts of metacognitive strategies on college students’ vocabulary proficiency”
“Typical vocabulary teaching approach in developing collocational competence”
“Effect of vocabulary learning using SMS versus traditional method (flashcards)”
“Impact of task-based learning using digital technology on vocabulary learning”
“Effect of English subtitles in listening comprehension: vocabulary recognition”
“Effect of Korean-English storytelling on the development of vocabulary ability”
vocabulary list, EAP, ESP
“Effect of listening comprehension through vocabulary learning by multimedia”
“Stability of an academic vocabulary list”
“Second language (L2) incidental vocabulary retention through reading”
“Teaching academic vocabulary: Why? When? How?”
“Enhancing English vocabulary ability through a vocabulary journal”
“Profiling the New General Service List in spoken English”
“Effect of collaborative play on vocabulary development of English”
“Developing students’ vocabulary for effective email writing”
“Incidental vocabulary acquisition from reading and listening”
“Education students to improve pronunciation and vocabulary”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usiness English: vocabulary”
“Effect of formative assessment on the ESP students’ vocabulary learning”
“Dictogloss technique to improve music education students’ pronunciation and vocabulary”

vocabulary + test
“The effects of the EBS book–CSAT linkage policy on vocabulary difficulty of the CSAT”
“Washback effects of the grammar and vocabulary subtest of TEM 4”
“Aligning test factors with purposes on the vocabulary size test”
“L2 vocabulary acquisition and TOEIC test preparation”

vocabulary + dictionary
“Empirical study of learning English vocabulary using an English-English dictionary”
“Effectiveness of dictionary use on vocabulary learn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Study on the effects of guessing strategy with dictionary use on vocabulary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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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itles on ASSESSMENT
assessment
“Developing diagnostic assessment to investigate grammar competence of pre-service teachers”
“Making critical thinking and constructive feedback happen through an assessment design”
+
“Changing assessment perceptions and practices in Chinese college English classrooms”
“Integrated model for assessment of progress testing in academic English course”
“Specific academic degree programmes and customised language assessment”
“The effect of formative assessment on the ESP students’ vocabulary learning”
“Alternatives in assessment: implementation of 2013 Curriculum in Indonesia”
test & testing
“Testing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classroom assessment tasks”
“Using alternative assessment for effective English language learning”
TOEIC test preparation”
“Factors affecting EFL teachers’ practices of multiple assessments”
Criterion-referenced testing”
“Assessing teacher readiness for technology use in ELT”
”The criterion-referenced English test of CSAT”
“Formative assessment in a test-dominated context”
”The national matriculation English test in China”
“Amazing race to alternative assessment & attitudes”
”Flipped learning in a test-based English classroom”
“EFL teachers’ needs of authentic assessment”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scholastic ability test”
“Web-based teaching and assessment tool”
”Test format effect on test scores and test-taking processes”
“Teaching and assessment with poetry text”
”Aligning test factors with purposes on the vocabulary size test”
“Promoting teacher-based assessment”
”Speech act analysis of the English section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ssessment as a motivator”
”The influence of a standardized English proficiency test on learning patterns”

A

”Alternatives to measure and evaluate students’ performances in a classroom”
”Effects of the use of second language and native language in formulating test questions”

self-assessment
“Examining the reliability of self- and peer assessments of in-class presentations”
“Self assessment: the effect on learner's independence and writing competency”
“Improvement of task performance by student self-assessment”
a
assessment literacy
“Self-assessment, is it potential for differentiated instruction?”
“Assessment literacy of EFL teachers”
“The use of self-assessment in oral presentation”
“Assessment literacy in teacher development”
“Students' perception of self-assessment in PBL”
“Assessment literacy in language teacher education”
“Assessment literacy of lecturers at a Malaysian public university”

test validity
“Investigating validity claims in existing diagnostic language assessment”
“Can standarded test evaluate the students' real ability including a grammar?”
“Improving English language test development by test validation at university”
“Fairness and social consequences of English language tests in the Philippines”
“Conflict between test use and test validity: washback study of translation tests in China”

test + writing, reading
“Significance of integrated-assessment on Chinese English majors’ L2 writing competence”
“A dynamic assessment approach to L2 identity development in E-mail communication”
test + speaking, listening
“A new development trend of language assessment: the diagnosis of reading in L2”
“Task comparability in the assessment of college-level L2 writing”
“Portfolio based assessment of speaking”
“Dialogic needs assessment in second language writing classes”
“Interactional competence in a paired speaking test”
“Analysis of cloze tests for L2 reading ability assessment”
“Finding the ideal speech rate for successful listening test”
“Using rubrics to assess EFL academic writing”
“Practicality of English speaking performance assessment”
“Assessing student teachers’ writing quality”
“How young children respond to computerized speaking test tasks”
“How scales function in a writing test”
“Using non-native speakers to give an international style English speaking test”
“Assessing reading”
“Implementing students-centered learning and peer-assessment in speaking class”
“First-day placement TEST: quickly determine speaking ability, without a speaking test”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UC-TOPE—a study on a CEFR-based oral proficienc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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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arning
learning
learning
active learning
autonomous learning
awareness in L2 learning
blended learning
collaborative learning
community service learning
corpus-based language learning
elementary students with English learning
embodied vocabulary learning
English learning
English learning
exemplar-based learning
experiential learning
flipped learning
Foreign language learning
game learning
group-based learning
incidental & intentional vocabulary learning
incidental language learning
L2 learning
L2 learning
L2 learning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m- learning
mobile learning
pronunciation learning
pronunciation learning
second language learning
second language learning
service learning
standards for language learning
task-based language learning
ubiquitous learning
usage-based language learning
vocabulary learning

3

context
disabilities
strategies
in Chinese

slump
resources

comprehension
motivation
strategies
and teaching
strategy
motivation

reading-based speaking task
reading behavior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reading proficiency
reading rate
reading strategies
English book-reading program
input-focused reading instruction
intensive reading
L2 reading achievement
L2 reading comprehension
L2 reading motivation
L2 reading strategies
modified extensive reading
oral reading fluency
output-focused reading instruction
prosodic reading
second or foreign language reading
self-paced reading
single text reading
teaching reading
word reading

78

AGORA

2

a large
college
elementary
elementary students with
in-service
intercultural
interculturally multidialectical
Korean
native
pre-service teachers of
university general

4
academic
air
argumentative
automated
EFL
English
English argumentative
L2
L2
L2
previous
reflective
second language
sentence
story

English argumentative writing
English articles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English as a foreign/second language
English as a lingua franca
English as a subject
English book-reading program
English composition course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English divide
English education policy
English language study
English language teaching practicum
English learners
English learning
English learning resources
English library
English -medium instruction
English novel
English pronunciation instruction
English question formation
English sibilants
English speaking anxiety
English story
English teacher training
English textbooks
English vocabulary instruction
English writing performance
English class
English program
English learner
English learning slump
English teachers
English language (IcEL)
English users
English textbooks
English
English
English program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assessment
connection
feedback
proficiency
proficiency
system
teachers
to read activities

evaluation
performance
assessment
process
knowledge

12

Journal Article Keyword CONCORDANCE

5
English
foreign/second language
foreign/second language
in-service English
interaction with
non-native
novice
on-line in service
preservice
pre-service
second language
university foreign/second language
writing

7
embodied
English
incidental and intentional
receptive

9

11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
teachers
teacher
teacher
teachers
teacher
teacher
teachers
teacher
teacher
teachers

characteristics
development
feedback
intention
interactional feedback
knowledge building
perception
perception
preparation standards
training
preparation
preparation

education
preparation
of English
education
preparation

vocabulary
vocabulary
vocabulary
vocabulary
vocabulary
vocabulary
vocabulary
vocabulary
vocabulary

activity
familiarity
knowledge
learning
learning
instruction
learning
acquisition

6

task-based language learning
task-based language teaching
task characteristics
task complexity
task difficulty
task practice
task-specific measure
task type
collocation task
narrative tasks
reading-based speaking task
serial reaction time task
speech elicitation tasks
word monitoring task

8

teaching
teaching
teaching
teaching
culture teaching
English language teaching
foreign language teaching
language teaching
language teaching
mother tongue in language teaching
pronunciation learning and teaching
task-based language teaching
team-teaching
undergraduate teaching

10

commonality analysis
conversation analysis
data analysis
discourse analysis
error analysis
meta- analysis
needs analysis
path analysis
social network analysis
textbook analysis

explicit knowledge
funds of knowledge
grammar knowledge
implicit knowledge
L2 linguistic knowledge
metalinguistic knowledge
meta-linguistic knowledge
previous writing knowledge
teacher knowledge building
vocabulary knowledge

classroom- based
concept- based
content- based
corpus- based
exemplar- based
group- based
input- based
output- based
reading- based
task- based
task- based
usage- based
usage- based
usage- based
web- based

12
academic
anti-ought-to
ideal L2
ought-to L2
promoting

education
methods
pronunciation
reading
practicum
methodology
method

research
instruction
instruction
language learning
learning
learning
planning
planning
speaking task
language teaching
learning
learning
linguistics
authoring

self -assessment
self -efficacy
self -evaluation
self -mention
self -paced
self -paced reading
self -presentation
self -concept
self
self
self
self -discovery

Vol 14 . 2016

79

Reviewing 2015

2015 National Curriculum: Elementary English
김보연, 김은희 (영어지도학과 13기 )

2015년 9월 23일에 공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된 이후 10번째로 개
정된 교육과정이고 초등 영어 교과는 1997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 도입되어 2007년과
2009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쳐 금번이 세 번째 개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크
게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양성(사회적 요구)’과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학습자 요구)’이다. 학습자의 창의•융합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교 수준에서 요구되는 ‘학교 창의성’을 강조하였고 학습자의 행복한 학습 구현을 위해 ‘핵심역
량’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감축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
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러한 특성이 초등 영어 교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영어교육 전문가인 IGSE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정보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 2015 초등 영어과 교
육과정의 교과 목표, 주요 개정 내용, 2009 교육과정과 다른 점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영어 교과 목표
영어 교과의 총괄 목표는 학습자의 영어 의사 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외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초등 영어 교과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와 자신감
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영어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pp. 352-353).

주요 개정 내용
▒

내용 체계표 제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표가 추가되어 4개 언어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핵심 개념과 일
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및 기능 등을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아래의 표는 4개 언어 영역 중 듣기에 해당하는 내
용 체계만을 예시한 것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별책 14’의 6쪽 (교육부, 2015)에서 나머지 언어 영역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영역

핵심개념

내용 요소

일반화된 지식

3~4 학년

5~6 학년

기능

알파벳, 낱말의 소리
강세, 리듬, 억양

●

●

●

알파벳, 낱말의 소리
강세, 리듬, 억양

식별하기

낱말, 어구, 문장을 이해한다.

●

낱말, 어구, 문장

●

낱말, 어구, 문장

파악하기

세부정보

말이나 대화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

주변의 사람, 사물

중심내용

말이나 대화의 중심 내용을 이해한다.

소리
어휘 및 문장

소리,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한다.

●

주변의 사람, 사물
일상생활 관련 주제
● 그림, 도표
●

듣기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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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나 대화의 흐름을 이해한다.

●

파악하기

●

줄거리
목적

파악하기
추론하기

●

일의 순서

파악하기
추론하기

●

▒

언어 기능과 의사소통 활동에 중점

언어발달 단계 및 학생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 별로
내용의 양을 조정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음성 언어의 비율이 문자 언어
의 비율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구분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이해 기능

듣기(31%)

읽기(20%)

표현 기능

말하기(31%)

쓰기(18%)

의 비율은 6:4 정도로 배정되어 있다.
▒

언어 재료의 구체화

학교급 별로 언어 재료를 구체화하여 문화, 소재, 어휘, 의
사소통기능 예시문, 언어형식 등을 제시했다. 문화, 소재,
어휘에 해당되는 내용은 오른쪽 표와 같이 요약된다. 의
사소통 예시문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별책 14’ [별표 2],
언어형식은 같은 자료 [별표 4]에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구분

내용

문화

타 문화 이해

소재

자기 주변의 일상생활 주제

어휘

500 낱말 내외

문장의 길이
▒

9 낱말 내외

성취기준의 구체화

언어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별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
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학습 성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각 기준에 해당하는 해설이 포함되어 성취
도 평가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포인트는 성취 기준 면에서 단순 문법 지식 비율을
낮추고 실생활에 활용이 유리한 영어회화를 강화한 점, 어휘 수와 문장 길이를 유지하여 학습량은 유지하되 학
습 부담은 낮춘 점이다. 아래의 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보도자료 (교육부, 2015)중, 초등학교 부분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구분

2009 개정 교육과정
1) 과거, 미래 시제
2) 과업 수행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

성취
기준

어휘

- 영어로

노래하기, 챈트, 영어로
게임하기 등
3) [5-6학년군] 성취기준
<자신이나 가족 등에 관해 짧고
간단하게 쓴다. >

●

3~4학년군: 240 낱말 내외

●

5~6학년군: 260 낱말 내외
(누계: 500 낱말 내외)

2015 개정 교육과정
1) 과거, 미래 시제 (삭제)
 단순 문법 지식 내용 경감
2) 노래, 챈트, 게임하기 등 (삭제)
3) <자신이나 가족 등에 관해 짧고
간단하게 쓴다. > (이동) 중 1로
이동

문장

3~4학년군: 7 낱말 이내

●

5~6학년군: 9 낱말 이내

1) 실생활에 유리
2) 수업

활동에 해당하는
성취기준(14개)은 학습요소와
무관하므로 학습량 감축이 아님.
3) 학생 발달단계 고려

4) (추가) 듣기와 말하기 영역의 학습
요소 확대  실생활 속 영어회화
능력 강화

●
●

비고

(유지)

●

학습량 유지

●


전체
학습량은 유지하되
학생 학습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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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초등 과정에서 영어과는 3학년에 시작이 되
는 바 2018년 3월에 3학년과 4학년, 2019년 3월에 5학년과 6학년 교과 과정에 적용이 된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의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반응의 온도차는 극심한 편이다.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국민일보 2015, 12월 15일자 기사)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2009 개정 교육과
정’이 아직도 순차적으로 실시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소통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또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조급히 밀어붙이고 있으며 잦은 개정 탓에 현장 교사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세계일보
2015년 9월 22일자 기사) 부정적인 의견도 심심치 않게 개진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시행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가늠할 수 있겠으나 이번 교
육과정 개정의 목표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져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과도한 학습 부담과 지식 위주의 암
기식 교육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참고자료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 과정 보도자료. http://ncic.re.kr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http://ncic.re.kr
국민일보 (2015년 12월 15일) [기고-문종국]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즐거운 행복학습
세계일보 (2015년 9월 22일) “툭하면 개정” 불신 팽배... 교사 자율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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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ational Curriculum: Secondary English
남유경 (대구칠성고등학교 교사)
(영어교재개발학과 12기)

2000년 7차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학문과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
구 하에 국가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
었으며, 이번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하 ‘2015 개정’)은 2007, 2009 이후로 세 번째 전면 개정
교육과정인 셈이다. 글로벌 사회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
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의 목표인만큼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이 점을 고려하
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등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 점이 어떻게 반영되었으
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이하 ‘2009 개정’)이 ‘2015 개정’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자.

영어 교과의 네 가지 핵심 역량
‘2015 개정’에서 중점을 둔 네 가지 핵심 역량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공동체 역량(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역량)이다. 특히 마
지막 두 개의 역량에 맞추어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어권 문
화’, ‘영미문학읽기’와 진로에 맞게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진로영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2015 개정’ 이전에도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은 늘 언급되어 왔던 사항이지만, 이번에는 언어발달 단계와 학
생발달 수준을 좀 더 고려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초•중학교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고등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 학습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어휘 목록과 언어형식도 학교급 별로 구분하여 제시
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다소 모호했던 학습 범위를 구분지어 줌으로써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 개정: 학교급 표시 없음>

<2015 개정: 학습 시작 학교급 표시>

라. 【 별표 4 】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
언어의 형식적 특성을 예시하는 아래의 예시문을 【 별표 2】 의 의사소통 예시문과 함께
음성 언어 및 문자 언어 활동에 모두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 그 밖의 기능이나 형식적 특성
을 보여주는 문장도 사용할 수 있다 .

1.

Sean and Kate are from London.
A boy/The boy/The (two) boys ran in the park.
Water is very important for life.
The water in this river is safe.
She lived in the woods when she was a kid.
A lot of houses are made of wood.
I couldn’t hear a sound.
This jet plane flies faster than sound.
The audience is/are enjoying the show.
The news is very interesting.
Mathematics is my favorite subject.
The Chinese drink tea a lot.

2.

The store is closed.
This behavior is a warning sign.
That dog of hers is smart.
These/Those books are really large.
You can choose any color you like.
We didn’t buy much/any food.
I need a little more time to think.
Most good comedians tell some bad jokes.
Many young people have no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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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대표 코퍼스에서 추출한 어휘
교육과정에서 학습 수준을 가르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어휘’의 개정 내용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2009 개정’과 달리,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구어 및 문어 코퍼스에서 다양하게 어휘를 추출했다는 점으로
여러 문화권의 영어를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어휘의 분야를 세분화하였다. ‘2009 개정’에서는 초등 및
중등 권장 어휘로만 구분을 했다면, ‘2015 개정’의 경우 중등에서는 일반 선택 권장 어휘와 진로선택ㆍ전문교과 I
권장어휘로 구분했다. 어휘마다 유용서의 수치를 부여한 점도 특색이다. 다만, 진로선택ㆍ전문교과 I 권장 어휘의
경우, 이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각 진로•전문교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과 전공별로 어
휘를 분류해놓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아쉽다.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의 주요 개정 내용
개정 항목

2009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총 어휘 수

2,988개

3,000개

비고

어휘 단위

낱말유형, 사전등재형,
단어군 혼용

단어군

어휘 단위의 통일
(일부 예외 적용)

언어 자료

7차 교육과정 기본어휘 및
해외 유명 어휘목록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구어 및 문어 코퍼스

세계 표준에 근거하여 8개의
대표 코퍼스에서 직접 추출

선정기준

참조 어휘 목록에서
공통 어휘 선정

빈도수, 사용범위, 친숙도
수치를 적용하여 추출

객관적인 어휘 선정 기준을
통한 자체 어휘목록 개발

등급 구분

초등 및 중등 권장 어휘로
구분

초등/중등 일반선택, 중등
진로선택•전문교과 I 권장
어휘로 세분화

어휘 선정 기준에 유용성의
수치를 부여하여 세부 등급화
가능

교과서 개발 시 80%

교과서 개발 시 90%

초등 및 중등 일반선택과정은
90% 반영, 중등 진로선택 및
전문교과 I에는 80% 반영

신출 어휘기준

기본어휘목록 외 어휘가 신출
어휘, 동일 출판사의 이전
학년 20%의 신출어휘는 기출
어휘로 간주 신출어휘서 제외

기본어휘목록 외 어휘가
신출 어휘

동일 출판사의 이전 학년
10% 또는 20%의 신출어휘도
기출어휘로 간주하지 않고
기본어휘목록을 기준으로
벗어난 어휘는 모두 신출어휘

예외 어휘 지침

인명, 지명, 국가명 등
고유 명사, 기수, 서수,
로마자화된 우리말 단어

알파벳, 달 및 요일명,
계절명, 호칭, 무게, 돈,
길이 단위

알파벳과 같은 기초어휘나
단위와 같은 기능성 어휘를
예외 어휘에 추가

78개의 외래어는
신출어휘에서 제외

3,500개의 상위빈도에서
200개의 외래어 추출 후
매 학년 50개씩 자유선택

기존 78개 외래어 중
11개 교체, 122개 추가

기본 어휘 반영률

외래어 지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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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현장 반응은 시큰둥
영어의 경우 다른 교과보다 1년 앞선 2015년에 모든 학년이 2009 개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었다. ‘2009 개
정’의 틀에 겨우 적응할 무렵에 ‘2015 개정’ 내용이 발표된 셈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아직까지 ‘2015 개정’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어떤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개정 내용이 수능 및 대학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교사
들이나 학생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는 힘들 것이다. 반복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능 및 대학입시에 대
비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수업의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에 점점 사람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무관심해지고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도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20년에 수능을 보게 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절대
평가 체제가 그때까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수능 절대평가에서 가
장 큰 숙제는 바로 성취기준을 설정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영어 성적을 1등급 또는 4등급으로 판정하고자 할
때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국가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평가가 도입되기 전에 우선
‘2009, 2015 개정’을 통해 발표한 성취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하향식 직무연수로 교육과정을 ‘납득시키려는’ 대신, 앞으로도 지방 곳곳에 공청회를 열
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과정 관련 유용한 사이트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NCIC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http://ncic.re.kr

▒ 

우리나라 신/구 국가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도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비교
연구에 유용한 자료들이 많음.

KICE English Education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CE (Korean Institute for
Curriculum & Evaluation)

▒ 

http://www.kice.re.kr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고사,
교과서 검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신동광 광주교대 교수 다음 카페

▒ 

http://english.kice.re.kr

http://cafe.daum.net/sdhera

영어과 교육과정, 수업모형,
수업 동영상, 평가문항 등
영어과 교육과정과 실제
영어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

2015 개정의 기본 어휘 목록
개발에 사용된 코퍼스와 함께
3차에 설친 어휘 선정 단계를
공개했음. 이외에 다양한 어휘,
코퍼스 자료를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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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Special Focus II

English Teaching & Learning Idea Contests:
Fostering & Empowering ELT Professionalism
공모전 ❶ 영어학습 노하우

제1회 IGSE 영어교육 공모전
-영어학습 노하우 공모
▒

기획 의도

	영어교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기획됨. 올해는 영어 고수들로부터 듣는 그들만의 효
과적인 영어학습 방법을 주제로 개최됨.
▒

공모 결과

	IGSE 재학생 및 졸업생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총 47건의 응모
된 아이디어 중 1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됨.
▒

당선 내용

	자신만의 영어학습 노하우 및 유용한 학습 도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학습법, 학습교재 개발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내용이 모집됨. 영어학습 노하우 중
많은 사람이 ‘꾸준한 듣기 훈련’과 ‘응용하여 말하기 연습’을 가장 중요한 학습 전
략으로 손꼽음. 또한 모든 지원자가 입을 모아 이야기 한 것은 ‘꾸준히, 오랜 기간,
반복적인 연습’으로 ‘단기 영어 정복’과 같은 요령은 영어 고수들이 사용한 방법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향후 계획

	공모전에서 모집된 영어학습 노하우 아이디어는 자료집을 만들어 출간할 예정이고
이후 영어학습 노하우 외에 다양한 영어교육 관련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86

AGORA

공모전 ❷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1회 영어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영어교육 프로그램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
▒

기획 의도

	영어교육 관련 창업과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영어교육 예
비 창업자, 예비 강의자로 발굴 및 육성할 목적으로 개최함.
▒

공모 결과

	IGSE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통해
총 8팀을 선발함.
▒

당선 내용
영어
교육
강좌

최우수상

응답하라! 나의 과거 (시니어 영어회화)

우수상

영문 캘리그라피를 통해 영문 시 맛보기
Inquiry-Based Learning과 문학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려상

Feeling Math in English
English Presentation for Teens

최우수상

창업

▒

지능형 스피킹 연습용 플랫폼 구축

우수상

DIY Storybook Page

장려상

대한민국 영어 사교육 컨설팅

향후 계획

	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자들에게는 IGSE교육원과 연계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창업 관련 수상자에게는 교내에 사무실을 제공할 예정임. 프로그
램 공모전은 앞으로 매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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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Special Focus II

ELT Open Lecture & Knowledge Sharing:
Outreaching to the Community with ELT Expertise
지식 사회환원 활동 ❶ 특강

영어로 다친 마음,
다독(多讀)으로 다독여 주기
IGSE는 개교 이래 다양한 영어교육 봉사활동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식 사회환
원을 실현 중이다. 2015년에 선보인 새로운 지식 사회환원 활동은 ‘영어교육 특강’
으로 영어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효율적인 영어학습법을 소개하고 영어학습
효과를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첫 번째 특강은 지난 11월 16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본교 영어지도학과
박혜옥 교수가 ‘다독(Extensive Reading)’을 주제로 진행했다. 약 100여 명의 경희
대 영어학부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석한 이번 강연에서는 다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학습법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다독은 학습자의 현재 읽기 수준보다 조금 낮은 쉬운 원서를 많이 읽음으로써 영어
에 대한 노출을 높이는 학습법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
환경(English as Foreign Language, EFL)에 적합한 학습법이라 인식되어 지난 십
여 년간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다독의 중요성을 인지한 경희대에서도 학생들의 영어
실력 신장을 위하여 이미 다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쉬운 책을 많이 읽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고 한다. 박혜옥 교수는 금번 강연에서 다독의 기본 원칙은 물론 구
체적인 다독 실행법, 올바른 다독용 도서 선별법, 그리고 독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을 소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앞으로는 특강의 기회를 대학뿐
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확장하
여 더 많은 일반인을 만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
히 장래희망에 대해 고민하는 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관
련된 직업 소개, 영어를 왜 공부
해야 하는가 등의 주제로 특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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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사회환원 활동 ❷ 지식인

네이버 ‘지식iN’
공식 파트너 협약 체결

지식파트너

지식 사회환원 활동의 일환으로 IGSE는 지난 7월부터 네이버 지식iN의 공식 파트
너로 협약을 체결해 영어교육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
는 지식iN이라는 페이지를 통해 사람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할 수 있
다. 그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점차 많아지면서 네이버는 보
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파트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파트너’란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네이버가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제휴를 맺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IGSE는 지식 사회환원 활동 차원에서 영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일반인에게 공유
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이와 같이 제휴를 맺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IGSE는
네이버 지식iN의 교육, 학문 디렉토리에 등록된 어학(외국어) 및, 초ㆍ중등 영어교육
분야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무역 영어 분야와 번역 분야의 답변에 더
욱 집중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확대
해 갈 방침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2015년 12월 말일 기준) 총 824건의 답변을
작성했으며 답변 채택률은 86.4%이다. 답변 채택률은 질문자가 답변자의 답변 내
용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보고 채택하는 것으로 높은 채택률은 그만큼 답변의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식파트너 순위에서도 나타난다. 활동 시작에
는 30위권 밖이었던 순위가 현재 11위로 올라온 것만 봐도 답변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824

538

86.4%

전체답변

전체답변

전체답변

•질문
•집필
•받은 추천

I 0 (마감질문 0) I 마감률 0%)
I 0 (직접 집필률 0%)
I 162

앞으로 매년 5,000여 건의 답
변 활동을 목표로 더욱 적극적
인 활동을 통해 영어 사각지대
에 있는 일반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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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articipants

9

Paper PT

3

Poster PT

Following

IGSEans in Asia TEFL (Nanjing, Nov. 6~ Nov. 8, 2015)
For further information, visit the following link: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igsesocialservice

# registration

# ELT Grace # paper PT

# ELT 김보연 #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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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we are # Nanjing

# plenary #Susan M. Gass

# IGSE rocks! # 12 presenters

# ELT 김정나 # poster

# ELT 김장숙 # paper PT

# opening ceremony

# ELT 김희영 # paper PT

# EMD 노세은 # poster

회 법
학 활용
0%
12
2: 32

< Edit

AGORA님이 Yong님을 초대했습니다
아고라? 아! 그래!

AGORA

황용운 선생님, 2015년 11월에 재학생 발표자 12명이
참여한 Asia TEFL학회에 동행취재 가셨죠? IGSEans과
공유할 만한 꿀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야 홍보왕

물론이죠! 국제학회는 영어교육계의 다양한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보통 국제학회는 규모가 크고 2~3일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참가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미리 명함을 준비해 가서
본인 소개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같이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면서 앞으로의 좋은 인연을 위한 초석을 다지세요.
아고라? 아! 그래!

AGORA

오! 단순히 학회 참석이 아닌 좋은 인연을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네요.
나는야 홍보왕

네, 맞습니다. 그런 인연은 추후에 훌륭한 연구 동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라면
“연구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연구 내용을 교환하며 피드백을 주고
받기도 하고 서로가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구해줄 수도 있겠죠?
뜻이 맞는다면 공동 연구를 진행해볼 수도 있고요.

나는야 홍보왕

참! 중요한 걸 잊었네요. 기조강연자와 꼭 대화를 나눠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보통 큰 학회의 기조 강연은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한답니다. 이 분들은 대개 그 분야의 핵심서나 필수 전공
교재를 저술한 유명한 사람이죠. 이번 Asia TEFL에는 IGSE SLA
수업 교재의 저자로 더 잘 알려진 미시건 대학의 Susan M. Gass
교수가 기조강연자 중 한 분으로 참여했어요. 평소에 그 분의
저서를 읽으며 궁금했던 점이나 그날의 강연에 대한 질문을 잘
메모해서 강연 후에 꼭 여쭤보세요.
아고라? 아! 그래!

AGORA

IGSE 학생들의 국제학회 참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국제학회에 참가할 학생들이 활용하면
정말 좋을 조언이에요.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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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Conferences and Journals
( : Abstract due : Presentation)

CONFERENCES

Abstract due

Preparation
Apr 22-24 KATS

Jan 16
Jan 30

Jun 11 ETAK

Jan 30
Mar 12 KOTESOL

Jan 31
Jan 31

J
un 30-Jul 2 ASIA TEFL


Feb 15
Feb 28

Jun 18-19 MATSDA

JAN

FEB

MAR

APR

MAY

JUN

(: Paper submission due : Issued month)
*: International issue

Mar 1
KATE(2)

Jun 1
KATS(3)*
KATE(3)*

Jun

JOURNALS

Jan 15
ETAK(1)*
GETA(1)
Mar
Jan 31
KAMALL(1)
KASELL(1)
KATS(1)

Mar 15
KAFLE(2)
KOREALEX(1)
KEES(2)
MEESO(2)
Mar 31
STEM(2)
ALAK(2)
KAPEE(2)
PKETA(2)

Apr 15
ETAK(2)*
GETA(2)
May

Jun

Jun
Apr 30
KAMALL(2)
KASELL(2)
KATS(2)

Sep

Jun 15
KAFLE(3)
KEES(3)
MEESO(3)
Aug
Jun 30
STEM(3)
ALAK(3)*
KAPEE(3)
PKETA(3)

Sep

Here “KATS(1)” indicates that you need to submit your paper to the editorial board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by Jan, 31 to have it reviewed for the March issue (1st issue) of its journal, 번역학연구.

References

• ALAK: 응용언어학회 (al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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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언어학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 Asia TEFL: (asiatefl.org) - The Journal of Asia TEFL
• ETAK: 영어어문교육학회 (etak.or.kr)
- 영어어문교육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 GETA: 글로벌영어교육학회 (geta.kr)
- The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 KAFLE: 한국외국어교육학회 (kafle.or.kr)
- 외국어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

• KAMALL: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kamall.or.kr)

-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 KAPEE: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kapee.or.kr)

- 초등영어교육 (Primary English Education)
• KASELL: 한국영어학회 (kasell.co.kr)

- 영어학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 KATE: 한국영어교육학회 (kate.or.kr)

- 영어교육 (English Teaching)

Timeline in 2016
 Presentation
Sep 15-17 KATS
 Jul 7-8 KATE

 Oct 8 KAMALL

 Oct 15 PKETA
Sep 23-25 STEM

ep 9-11 ALAK/GETA
 S


Information for KAPEE, KASELL, KEES,
KoreaLex, MEESO, and STEM is not display
on the page as the conference schedule
is not confirmed as of yet (January 2016).

ep 3 KAFLE
 S


JUL

AUG

SEP

OCT

NOV

DEC
Dec 1
KATE(1)*

Sep 1
KATE(4)*

’17 Mar

Dec
July 15
ETAK(3)*
GETA(3)
Sep
July 31
KAMALL(3)
KASELL(3)
KATS(4)

Oct 31
KAMALL(4)*
KASELL(4)
Dec KATS(5)

• KATS: 한국번역학회 (kats.or.kr)

- 번역학연구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 KEES: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kees.kr)
- 영어교과교육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 KOREALEX: 한국사전학회 (korealex.org)
- 한국사전학 (Journal of Korealex)
• KOTESOL: Korea TESOL (koreatesol.org)
- The Korea TESOL Journal

’17 Feb

Dec

Nov
Sep 30
STEM(4)
ALAK(4)
KAPEE(4)
PKETA(4)

Dec 15
Nov 15
’17 Feb
KEES(1)
KAFLE(1)
MEESO(1)

Oct 15
ETAK(4)
GETA(4)

Sep 15
KAFLE(4)
KOREALEX(2)
KEES(4)
MEESO(4)

Dec 31
STEM(1)
ALAK(1)
KAPEE(1) ’17 Mar
PKETA(1)

• MATSDA: Materials Develpment Association (matsda.org)
• MEESO: 현대영어교육학회 (meeso.or.kr)

- 현대영어교육 (Modern English Education)
• PKETA: 팬코리아 영어교육학회 (pketa.jans.or.kr)

- 영어교육연구 (English Language Teaching)
• STEM: 영상영어교육학회 (stemedia.co.kr)

- STEM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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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Alumni Association

Membership Matters!
Leadership 2016
* President: 조병화 ( 8th, EMD)
* Vice President: 전 원 ( 9th, EMD)
* Board Members:
1st: 김인영 ( ELT, Professor, Hanyang Women’s
College)
		 구자경 (ELT, Secondary School Teacher)
2nd: 	이선아 ( ELT, Academic Coordinator,
Cheongdam Language Institute)
3rd: 이보경 (EMD, Professor, Myungji University)
4th: 박강호 (ELT, Secondary School Teacher)
5th: 이수진 (ELT, Yoon’s English School)
6th: 양 현 (EMD, Secondary School Teacher)
7th: 김현창 (EMD, Yoon’s English School)
8th: 조병화 (EMD, Elementary School Teacher)
9th: 전 원 (EMD, Instructor, IGSE Education Center)
10th: 곽초롱 (ELT, Elementary School Teacher)
11th: 이효진 (ELT, Presenter, YBM Sisa)
12th: 황용운 (EMD, IGSE staff)
*The board members represent each wave. They can be
contacted by typing the names in IGSE mail system.

2016 Alumni Calendar

Feb
Mar
May
Aug
Nov

AGORA Delivery
- to Regular Members

Open House
- Supporting Office of Academic
Affairs & Administration

Teacher’s Day
- Donation to Student’s Union

13th Graduation
Ceremony
- Giving a Commencement
Speech

•Homecoming
•Annual Year-End Party

2015 Homecoming

After the official events of Homecoming 2015, all the members from each wave could get together to wine
and dine thanks to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IGSE Alumni Association. In hope of strengthening the bond
between the members, the 2015 leadership sponsored 10,000 won for each remaining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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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a Regular Member!
Every IGSE graduate is automatically enrolled as a member of alumni association upon their graduation,
but the members can enjoy more upgraded benefits by paying an annual membership fee of 50,000 won
and becoming a regular member. The followings is the summary of the privileges for the regular members:
Financial aid on major lifetime events (e.g. one’s wedding, one’s parents’ funeral) within 50,000 won limit
Additional borrowing privileges at the IGSE Academic Information Center (Library)
• An invitation to annual year-end party
• Free delivery of AGORA
•
•

List of Regular Members: 2016
<1st> 김인영, 구자경, 박영미, 윤인섭, 강은영, 권소희, 강정주, 이수진, 전명희, 김현진, 홍민수, 김민아 <2nd> 채웅건, 박주현, 윤주원,
김정훈, 이영애, 신세영, 양나나, 정영애, 박경임, 이윤선, 서경채, 이정은, 신은정, 이민호, 이선아, 장원섭, 김신규, 정은희 <3th> 곽지은,
정성연, 박혜옥, 이경희, 전현진, 정혜영, 황성진, 남기연, 모윤지, 이해림, 임미정, 함은경, 이보경, 마영재, 김나정 <5th> 정은숙, 이민영,
이수진, 안성진, 김성원, 김용선, 김수경, 이경순, 임철 <6th> 박선민, 김귀현, 김현정, 양현, 김재범, 김현수, 정다운, 최승용, 윤정인, 김정민,
김우중 <7th> 허진영, 민수진, 김윤전, 조수현, 고은영, 박지호, 박상현, 주은숙, 김현창, 정원근 <8th> 손송이, 조명희, 이수련, 김상희,
이영재, 박명주, 유현진, 배인희, 이종직, 이진호 <9th> 허정행, 최윤화, 배혜정, 안혜경, 이현진, 김나영, 이윤희, 윤근숙, 양성심, 조민나,
박신영, 고정근, 윤민희, 전원 <10th> 김미경, 이정화, 채윤아, 최성원, 나혜진, 곽초롱, 이경미, 양선영, 이지혜 <11th> 김경민, 임현경,
송상은(10만원), 김혜진, 김윤미, 신나리(Bella), 강은미, 김나솔, 전가영, 이동재, 김자영, 이향미, 윤슬기, 남희경, 이효진, 신나리(Riya),
이유진(Erin), 이수연, 서진인, 윤진주, 배민경, 오빛나, 서윤정, 박샘, 장주옥 <12th> 손소영, 정지영, 정지원, 임선아, 이소윤, 정재은, 유다미,
이영민, 정형기, 박은정, 남유경, 황용운, 배지영, 박미나

*T
 he accumulated annual membership is spent on annual endowment to IGSE Fund; expenses on gifts for regular members’ wedding

and preparation for year-end party.

2015 Annual Year-End Party

The 2015 Annual Year-End Party was held on Dec. 5th at Hanilkwan restaurant near Seoul Station. About
40 alumni gathered to welcome new members from the 12th wave and to elect the new leadership for
2016. It was also announced that from 2016, the annual year-end party and the homecoming will be held
con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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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Department Briefs

Office of Academ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Merger of Office of Academic Affairs and Office of Administration
As of October 2015, the Office of Academic Affairs and the Office Administration have merged
into one department—the Office of Academ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Previously, the Office of
Academic Affairs was in charge of business regarding professors, students, and academic affairs,
whereas administrative support and management was conducted by the Office of Administration.
Howev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provide better services to students,
the two departments combined. Thanks to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newly formed department
will work with more consistency and closer cooperation. Since the merger, several additional and/or
strengthened features of the new department have been become apparent:
- Planning: developing plans and strategies
- Public Relations: promoting IGSE’s brand
- Support for Student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Online PR Activities
1. IGSE Homepage Renewed
IGSE’s homepage was renewed in December 2015. The concept of the newly designed homepage is
to be more open to show IGSEans’ various activities and share IGSE content. As a result, on the main
page, IGSE news, events, and IGSE students’ academic and professional activities are shown with
photos and videos, and in IGSE’s Content section where ELT content produced in IGSE will be shared
with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the new homepage is focused on telling the story of IGSE—why
and how it was established, what the IGSE is focusing on, etc.—to the visitors so that they can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IG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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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tnership with Naver 지식iN
IGSE became an official “Knowledge Partner” of NAVER in July 2015. The “Knowledge Partner”
refers to institutions which provide accurate and professional answers in their specialized field. IGSE
became the first “Knowledge Partner” in the field of English education. Currently, IGSE students are
participating in this activity and offering two kinds of services: one is a translation service for people
who need to exchange documents or emails in English and the other is a Q and A forum regarding
English learning, including grammar, vocabulary, how to study English, etc. IGSE receives questions on
a daily basis and has replied to roughly 1,000 since its launch.

3. IGSE’s Official Blog Opened
IGSE’s official blog (http://igsesocialservice.blog.me/) opened in October 2015 with the intention
of being a medium for English learners and ELT professionals to communicate. The blog contains
information on various ELT topics and materials produced in IGSE. It is also the platform where English
learners and ELT professionals can come together to receive and exchange ELT related academic and
business information.

English Learning Know-Hows Contest
IGSE’s English Learning Know-hows contest was held in November 2015 and 47 teams from in and
out of IGSE participated. The aim of this contest was to collect the best know-hows of learning English
from successful learners and to share the experiences. The Best Awards were given to two teams and
the Excellence Awards were given to three teams. The award ceremony was on December 9 in the
seminar room in the IGSE Language Center. The collected English learning know-hows were analyzed
and published on the Internet to better help English learn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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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Paper Publications
1. Where is the place for slang? An analysis of labeling of restrictive word usage in
monolingual English learners’ dictionaries, Proceedings of Asialex 2015 Hong Kong,
162-172. (Co-author: Susanna Bae)
2. 학습자용 영어 연어사전 비교 분석. 한국사전학, 26, 216-243.

Youngkuk Jeong

Paper Publications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영어교육연구, 27(2), 57-83.

Professional Activities
학술연구이사,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2014-2015)

Youngwoo Kim

Paper Publications
1. Korean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readers’ theatre. Foreign Studies. 31(1), 7197. (Co-author: Hur, M-S)
2. Developing task-based English speaking materials for kindergarteners based on the Nuri
Curriculum.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0 (4). (Co-author: Lee, H-J)

Conference Presentations
Haeok Teresa Park

“ELT materials using process drama.” Paper presented at the Materials Development
Association (MATSDA) 2015 Conference at University of Limerick, Ireland, June 2015

Lectures
1. 제주국제정보원(초등교사 연수): Process Drama for Primary Classrooms, January 2015
2. 한국해양대학교(영어강의 코칭): 교수 대상 마이크로 티칭 코칭, January 2015
3. National Spelling Bee 2015 한국대표 선발 심사위원(건국대학교 새천년관), February 2015
4. 파닉스전문가 과정 Module 1 온라인 강의 촬영, April 2015.
5. 인
 천광역시교육연수원(중등영어과 주제별 맞춤형 직무연수): Process Drama를 활용한 영어수업 전략,
April 2015
6.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 Reader’s Theatre 활용방안, May 2015
7.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중등영어교사 일정연수): Process Drama를 활용한 영어교재개발, July 2015
8.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중등영어교사 일정연수): 창의력 개발을 위한 드라마기법 활용, August 2015
9. 서
 울특별시교육연수원(초등능력개발 TEE심화과정 직무연수): Reader’s Theatre for Primary
Classrooms, September & October 2015
10. 경희대학교 특강: 영어로 다친 마음 다독으로 다독여 주기,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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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s / Meets
1. Represented Korea and Japan at the Cambridge Inspectors Regional Conference in
Sydney, Australia, May 2015
2. Japan Centre Exam Managers Meet, Tokyo, May 2015
3. Korea Centre Exam Managers Meet, Seoul, December 2015

Workshops
Japan Team Leaders for Cambridge Exams, Tokyo, May 2015
James Forrest

Teacher Training
1. Main Course Tutor, intensive CELTA Courses at IGSE, January & July 2015
2. Lecturer, Gyeonggi Secondary Teachers’ Course at IGSE, May & June 2015

Cambridge University Speaking Examiner Training & Certification
•GloLink, Seoul, Korea, March 2015
•Smile Niseko, Sapporo, Hokkaido, Japan, May 2015
•Kidaptive, Seoul, Korea, July 2015
•GloLink, Seoul, Korea, September 2015
•ESOL West Japan, Okayama, Japan, October 2015

Examination Centre Inspections
•Cambridge Institute, Seoul, Korea, March 2015
•Justy Ltd Co, Tokyo, Japan, March & June 2015
•Luna, Tokyo, Japan, June 2015
•Canadian Academy, Kobe, Japan, June 2015
•Fukuoka International School, Japan, June 2015
•KAIST, Busan; Kidaptive, Seoul, Korea, June 2015
•GloLink, Seoul, Korea, September 2015
•Cambridge ESOL West Japan, Okayama, Japan, October 2015
•21st Century LRC, Mishima, Japan, October 2015
•Global Competence, Fukuoka, Japan, November 2015
•Kawaijuku, Tokyo, Japan, November 2015
•Westgate Corp., Nagoya, Japan, November 2015
•Justy Ltd Co, Tokyo, Japan, December 2015
•Cambridge Institute, Seoul, Korea, December 2015

Paper Publications
Teacher Immunity: A double-edged sword, Applied Linguistics, in press, doi:10.1093/
applin/amv034.

Conference Lectures
“Language Teacher Immunity: Helping Teachers Survive and Thrive in the Classroom.”
Paper presented at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Teacher Education,
Minneapolis, USA, May 2015
Philip Hiver

Associations
1. Ad hoc Manuscript Reviewer, System, Elsevier (2015)
2. Ad hoc Manuscript Reviewer,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Elsevi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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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Department Briefs

IGSE Education Center
영어교육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는 2015년 하반기에 영어교육 관련 총 8종의 민간자격증을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등록을 완료했다.
이로써 IGSE는 어린이 영어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어린이영어교육 전문가(YL-TESOL), 파닉스 코칭전문가,
영어독서 지도사, 영어스토리텔링 지도사 자격증과, 영어를 통한 실용적인 직업 교육을 목표로 하는 체육 영어 지도사, 병
원 임상영어, 미용영어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영어읽기 능력 향상을 목표
로 하는 주니어 영어읽기 능력 검정시험도 주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험을 통해 영어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IGSE 교육원은 민간자격증 발급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체육, 의료, 미용 등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 ESP)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관련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격증

내용

활동 영역

어린이 영어교육 전문가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교수법을 개발, 운영함

유치원/어린이집 강사
학습지 교사, 초등 방과후 교사, 학원강사

파닉스 코칭 전문가

파닉스를 배우는 유아에서 중등까지 효과적인
파닉스 지도법 및 교수자료 제작, 활용법을 이해함

유치원 영어교사, 초/중등학교 방과후
교사, 영어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IGSE 영어독서 지도사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독서에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균형 있는 영어독서를 하도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교육
현장(영어 도서관, 공부방 포함)

영어 스토리텔링 지도사

유아에서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의 영어독서 프로그
램을 개발 및 운영, 영어동화구연가로 활동함

초등 방과후 교사, 지역 문화센터, 도서관,
공공기관

체육 영어 지도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트레이너, 교사로
서 영어로 체육활동을 지도함

외국인 학교 체육교사
스포츠 트레이너

병원 임상영어

병원 내에서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인이나
의료보조인이 외국인 대상 업무가 가능하도록 함

의료인, 간호대학 및 보건계열 학과생

1급: 미용영어 지도사로서 지식을 갖추고
강사양성 교육을 함

미용계열 학생 및 실무자 지도자

2급: 미용실무 현장에서 외국인 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중급 수준을 갖춤

미용 실무자, 직원 교육 활용

3급: 미용실무

현장에서 외국인 손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 수준을 갖춤

미용 실무자, 직원 교육 활용

미용영어 전문가

1급: 한국 교육부 성취기준 상 초등 4~6학년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고
이해함

주니어 영어읽기 능력
검정시험

2급: 초급 수준의 파닉스 지식이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기초적인 초등 수준의 영어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음
3급: 단어, 음절, 음소를 듣고 이해하며, 유아~초등 저학년 수준의 영어책을 읽고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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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College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본교는 미국 하와이 소재 Asia-Pacific College (이하 APC)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교육과 학문 연구의 교
류를 강화하고 협력하기로 하였다. APC의 설립기관인 CAPE (The Center for Asia-Pacific Exchange)와 협력을 맺어
2002년 개교 이후 현재까지 영어지도학과 재학생 해외 연수를 CAPE에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CAPE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2005년에는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본교의
안영수 총장과 APC 유재호 총장은 2016년 1월 26일 하와이 대학 Jafferson Hall에서 학술협정 체결식을 거행하였고, 다
음과 같은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 교육 활동에 관한 인적 교류
2. 교육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시설 사용
3. 세미나,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 공동 개최
4. 학술자료, 출판물 및 학술정보의 상호 교환
5. 영어교육 과정의 공동 수료증 발급
6.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이번 APC와의 학술 협정을 통해 IGSE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영어교육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양 기관 공동 명의
수료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IGSE 교육원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7-13 IGSE Language Center
Tel: 02-6477-5151
http://sce.igs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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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GSE Event Highlights
March
Mar 28/31: Open House
More than 300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IGSE admission
participated in the 2015 Open House.

April
Apr 20: Special Lecture by Glenn Allies (EMD 5th waver, a project/program manager at the British Council
in Myanmar)
Topic: ELT Program Development and Management
Apr 23: Special Lecture by Mario Herrera (Freelancing ELT materials developer & lecturer)
Topic: Making Learning English Big Fun for Young Learners!

July
Jul 10: Partnership with NAVER 지식iN
IGSE agreed to provide information and answers for ELT related
inquiries uploaded on NAVER 지식iN.
As of July 2015, IGSE is the only ELT institution that is officially
partnered with NAVER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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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Aug 19: 12th Graduation Ceremony (Class of ’15: 12th Wavers)
Aug 31: 14th Entrance Ceremony & Presentation of Scholarship Certificate

November
Nov 14: 2015 Homecoming
Beginning with four mini-lectures, the
2015 IGSE Homecoming welcomed and
amazed former and current students
with many diverse events. The events
included a bazaar, a live auction and
a quiz show. Also, in commemo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ir
graduation, 2nd wavers donated 3.8
million won to IGSE.

December
Dec 9: English Learning
Know-Hows Contest
- Exhibition & Award
Ceremony
Dec 15: ELT Program &
Business Ideas Contest
Award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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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GSE Academic Schedule &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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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Year’s Day

1-5: Application for returning to school
8-10: Lunar New Year’s Holiday
15-19: Course registration
29: First day of spring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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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ssion of thesis/project for
Examination
13: Election Day
18-29: Acceptance of application
18-22 Midterm week
[T/P] Oral defense
25-29: Spring break

5: Children’s day
7: [S/A] English exam
17: [S/A] Notice of interview result
18: [T/P] Binding submission for re-exam
20: [T/P] 14th wavers advisor application
21-22 [S/A] Interviews
31: [T/P] Re-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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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of ‘16 (13th wa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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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Final exam
17: [T/P] Report

of revision / final PDFs
Last day of spring semester
20-22: [T/P] Submission of final 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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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P] Submission of research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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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Thesis/Project **[S/A] School Admission
Please be noted that th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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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P] Application for substitution
Changing advisor
8: Last day to change courses
14-16: Chuseok Holiday
19: [T/P] Payment of advising fee
30: Fall semester cours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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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P]* Application for substitution 1
7: [T/P] Exemption from advising &
examination
8: Last day to change courses
26: [S/A]** Open house
30: Spring semester cours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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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Final exam week
16: Last day of fall semester

AGORA-as-You-Go:

e-AGORA

An electronic version of AGORA will enable you to enjoy various ELT information
and reviews in the annual gazette anywhere you are as long as you are connected.
e-AGORA is available in PDF format on the IGSE homepage. You will be guided to
the AGORA page where you can download the PDFs by scanning the QR code or
following the URL below .

http://igse.ac.kr/igsesquare/agora/
http://igse.ac.kr/igsesquare/ag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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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view the AGORA, you will need to install ADOBE PDF Reader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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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 Opportunity

MA in TESOL/
ELT Materials Development
Why IGSE?

Application Information

50% tuition waivers
• Curriculum designed to produce ELT professionals
• English-immersion coursework
• English speaking & writing course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

•

Departments
•
•

Dep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ELT)
Dept. of ELT Materials Development (EMD)

Application Period : April 18 ~ April 29, 2016

Contact Information
Phone: 080-804-0505
Address: 17 Yangjae-daero 81-gil, Gangdong-gu, Seoul,
05408, Korea
• For more information : www.igse.ac.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