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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용(총장)

영어의 여러 얼굴
영문법의 거목인 Otto Jespersen에게는 7권으로 되어 있는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라는 저서가 있다. 제목만 본다면 이 책명의 일부인 Modern English는 자칫 오늘날 쓰이고 있는
영어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1400년대 중엽부터 1900년대 초반기까지의 영어를 가리키며, 오늘
날 우리가 쓰는 영어와는 그 얼굴이 다르다. 이 Modern English는 영어발달의 시대구분에 따른 명칭으로, Old
English나 Middle English와 대비된다.
오늘날 쓰이는 영어는 흔히 contemporary English라 불리기도 하고 current English라 불리기도 한다. 참고
로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영영사전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전 가운데 하나가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이고, 또 하나가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이다. Current English는‘시사영어’
라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번역은 옳은 번역은 못된다.
언어생활에서 우리는‘누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에 따라 어법과 어휘의 선택을
달리 한다. 이렇게 격식성에 따라 얼굴이 달라지는 영어는 크게 formal English와 informal English로 나뉜다.
알다시피 written English는 글을 위주로 한 영어이고, spoken English는 말에 초점을 둔 영어이다. 지역
방언을 전제로 하는 American English와 British English도 그 얼굴은 서로 다르다.
요즘에는 world English란 말도 심심치 않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영어교사라면 classroom English란
말도 생소하지 않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서는 교양영어라는 것을 가르쳤다. 요즘에는 교양이란 말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영어의 얼굴이 달라진 것이다.
대학원(이 대학원은 우리 대학원을 가리키지 않는다)에서 영어학을 전공하는 경우 음운론을 전공하는 학생과
통사론을 전공하는 학생의 머리에 떠오르는 영어의 얼굴도 동일하지는 않다.
우리 대학원의 정식 명칭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인데 사람들은 우리 대학원의 이름을 들었을 때 영어의 어떠
한 얼굴을 떠올릴까? 우리 대학원의 학생들은 영어의 어떤 얼굴을 마음에 그리며 우리 대학원에 들어왔을까?
다음은 일단 말하기를 대상으로 우리 대학원이 지향하는 영어의 얼굴을 그려본 것이다.
상대방이 답답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유창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그 뜻을 오해하지 않을 만큼의 정확한 발음
으로
(1) 기본적인 idiom과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대학교육을 받은 native speaker of English와 일상적인 화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어
(2) (영어교육과 교재제작 등) 전문적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하며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영어
(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의 학력에 알맞게 수준을 조절하며 영어를 가르칠 때 구사할 수 있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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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수(전남대 교수, 전 한국영어교육학회장)

전통적 관점에서 영어 교사는 영어 구사력과 수업 기술만 있으면

넷째, 영어 교사는 학습자에 대한 격려자, 촉진자여야 한다. 영어

충분하다고 여겼다. 이는 소극적 관점에서 바라본 영어 교사상이

교사는 학습자가 망각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는 역

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영어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자로서 교

할도 하지만,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 대해 실망하거나 흥미를

육목표에 맞게 내용을 선정하고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어야 한

잃지 않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자

다. 또한 영어 교사는 영어 교육을 통한 인간주의 실현

기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Humanism in English Language Teaching)이라는 교육 철
학으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다섯째, 영어 교사는 학습 활동 평가자여야 한다. 영어교사는 학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습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수업 중에 학습자들의 활동과 학습 정
도, 언어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교사는 수업

첫째, 영어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자, 교과서 개발자여야 한다. 영

중에 학습자의 오류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수정하고 피드백을 줄

어교사는 교육 목표의 설정, 학습 활동의 선정과 배열은 물론 수

수 있어야 한다.

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역
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교사는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학

다음으로 영어교사는 교사로서의 기본적 인성과 교육적 태도를

습자들의 요구나 수준을 고려하여 교재를 재구성하고 학습자의

갖추어야 한다. 인성이란 교사로서의 품성과 인간성을 말하므로

수준에 맞는 교재를 변형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교사는 심신이 건강하고 지적, 정의적으로 성숙하며 폭 넓은
지식과 교양을 겸비해야 한다. 영어교사는 수업 중에 적합한 교

둘째, 영어 교사는 학습 자료 및 정보 공급자여야 한다. 영어교사

수∙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과 뛰어난 유머 감각이

는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동안에 요구하는 다양한 자

있어야 하고 수업에 열성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영어교사는 학생

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짝 활동이나 소집단 활동, 토의 활동을

들이 안정감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영어교사는 학생들에

하는 경우에 학습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

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학생들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을 가

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고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바른 태도를 갖도록 도
와주어야 한다. 영어 학습의 효율성이 연습만으로 되는 것은 아

셋째, 영어 교사는 영어 학습 관리자, 상담자여야 한다. 영어교사

니므로 학생들에게 인간적으로 접근할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는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많은 과업과 활동을 관리하고 학습자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관리하는 일이 매
우 중요하다. 영어교사는 학습자에게 다양하고 적절한 자극을 주

영어 교사는 전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영어교사가 구비해야

고 상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영어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과

할 전문적 능력은 유창한 언어 구사 능력,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

업의 절차를 안내하거나 설명해 주어야 한다.

식, 학습 심리에 대한 지식, 교수 방법과 평가에 관한 지식,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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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의사소통 욕구와 기능에 대한 지식 등이다. 유창한 언어 구

되면 영어교사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전

사 능력이란 영어 사용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영어 구사 능력

히 교사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어

의 유창도 수준은 기능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모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정책 입안자와 교육과정 개발자,

이 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은 영어권

각급 학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영어교사는 영어권 나라의 문
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을 알아야 학생들의

끝으로 훌륭하고 이상적인 영어교사가 가져야 할 소양으로 개인

이해와 표현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적 자질과 능력 및 교직에 대한 이해 등이 있는데, 영어교사란 신
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지적, 정의적으로 성숙하며 수업시간

영어 교사는 교수 기술과 폭 넓은 배경지식을 지녀야 한다. 영어

에 오류를 범하지 않을 정도로 영어가 유창하여야 한다는 점이 개

교사는 영어교육에 대한 이론과 교수 방법, 영어과 교육과정, 영

인적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질이다. 영어교사가 교사로서 가

어 교재 제작, 영어 능력 평가 등에 관한 영어교육학적 지식이 있

져야 할 전문적 기술과 능력이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

어야 한다. 영어교사가 알고 있어야 할 관련 지식과 학문 영역은

습자에 대한 섬세한 판단과 평가 능력, 수업 기술, 교수요목이나

영어학과 영문학, 교육학, 심리언어학 등의 영역이다.

교재에 대한 창조적 적용 능력을 말한다. 유능한 영어교사는 교
수 상황에 따른 자기의 책무를 알고, 영어 교수∙학습 방법의 경

영어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교사

향과 발달을 인식하여 전문가로서의 안목을 가져야 하며, 영어교

이다. 영어 교사의 자격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법률적, 제도적

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영어교사는 법적으로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영어교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은 중등학교 영어교사의 자격 요
건과 같지 않고 교원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통하여 교사
를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교
사의 자질 문제이다. 영어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대
학이 있고, 교사의 자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교사 양성기관의 설치와 제도적 장치가 훌륭한 교사를 만들어 내
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사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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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산다는 것
이수진(영어지도학과)

요즘처럼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대단한 때에 우리나라

기 계발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영어 교사는 부담스러운 직업입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반
상회에서도, 내가 영어 교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주제는

때로는 한 학급의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으로 영어 교사들은 많은

영어요, 그들의 시선은 온통 제게로 모여듭니다. 어떻게 하면 영

시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실력 부족을 합리화하기도 하는

어를 잘할 수 있느냐고 학원은 어느 학원이 좋은지, 혹시 아는 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교육 방법에 문제의식은 느끼면서도 새

국인 선생님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요즘 부모들은 영어는 학교가

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기존의 것의 편리함에, 그 자리에 안주

아닌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이 아닌 외국인에게서 배워야 잘 배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론과 방법으로 학생들의 흥

운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서 영어 교사가 설 자

미와 관심을 유도하기보다 현장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선입견

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 교육이다 사교육이

으로 도전을 포기할 때 공교육에서 교사의 설자리는 점점 사라질

다 해서 학생들의 수준은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영어 교사

것입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과 교사를 위한 교육의 부재가 교육

들만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마음 편히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

의 질을 떨어뜨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현실

닌가하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교사에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보다 잡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현재의 교육 체제 아래에서 교육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나는 영어‘교

의 질을 높이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사들의 자기 계발

사’
였지,‘영어’교사는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영어 공부

을 위한 노력과 그런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부의 관심만

를 위해 매일 듣기 공부 30분, 독해 지문 2-3개는 규칙적으로 해

이 우리의 영어 교육을 제 자리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

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영어 실력 향상을 위

어 교육의 담당자는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니라 언어

해 했던 일은 부끄러운 일이지만‘nothing’
이었습니다. 그저 어

실력과 교육 이론을 양립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영어 교사이기 때

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하는 방법론적인 고민이 교사에겐

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고 그런 고민을 하는 내 모습에 뿌듯했
었습니다.‘영어’교사로서의 나의 영어 실력은 대학을 졸업한 것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의 공부도 3학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변에

으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학생들에게 30

서는 사서 고생이다, 그 나이에 공부는 무슨 하고 나를 별난 사람

분의 듣기 공부를 요구했으면, 나는 1시간 아니 2시간은 공부에

처럼 대하지만, 그동안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

투자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교사는 편하려고 하면 한없이 편하

해 하나씩 눈을 떠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벅찬

고 열심히 연구하는 교사가 되려면 끝도 없다던 옛 스승의 말씀

감동을 주는 교육에 대한 공부는 대학을 졸업한 지 15년이 지난

은, 아마도 교사의 자기 개발이 그만큼 어렵다는 가르침이겠지

지금도 여전히 제게는 매력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요. 교사는 잔잔한 호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던지지

1년 후의 훨씬 커진 내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않으면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는, 그러기에 스스로의 도전 의식과 자

6_IGSE

영어교육 논문에 나타난
영어교사의 자질

김은주. (2002) EFL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영어 교사의 자질에

김영미. (1998) 코스개발자로서의 영어교사. 바른 영어교육, 14.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14(1), 71-96.

http://www.mantoman.co.kr/issues/m014/m1404.htm

수업의 두 주체인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EFL상황에서의 바람

오늘날 교사는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스스로 자신의 학생들

직한 영어교사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교사집단은 다음과

에게 맞는 학습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교수요목을

같은 순서로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을 꼽았다.

선정하고 학습내용 및 학습활동을 선택, 조직하고 평가할 수

①수업에 대한 열정 ②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③이해하기

있는 코스 개발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쉬운 수업 ④재미있고 효율적인 수업을 위한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의 사용 ⑤학생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고 학습의욕을 촉진시

박상옥. (1980) 훌륭한 외국어교사의 자질과 교사 교육기관의

키기 위한 평가문항

역할 및 우리나라 중등학교 영어교사 교육교과과정의 분석. 영어

학생집단이 선택한 교수자질은 ①학생을 공평하게 대우 ②수업

교육, 30, 15-39.

에 대한 열정 ③학생의 의견과 능력을 존중 ④이해하기 쉬운
수업 ⑤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순으로 나타났다.

훌륭한 외국어 교사의 자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중요한
교사 자질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자신의 외국어에 대한 실력

이길영. (1998) 21C의 영어교사. 무엇이 요구되는가? 영어교육
연구, 12(1), 337-369.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룹이 공통으로 뽑은 바람직한 영어교사의

2. 외국어 교수방법
3. 인간적인 관심
4. 교사의 인격

조건은 첫째가 게임을 이용하는 등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수업
이었고, 둘째는 친절하며 자상하고 착한 성품이었다.

한문섭. (1998) 연구자로서의 영어교사. 바른 영어교육, 14.
http://www.mantoman.co.kr/issues/m014/m1403.htm
연구자로서의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연구방법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 영어교사는 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 분야, 연구 방법, 연구 분석 등을 익혀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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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활용 영어 교육, 그 보여줌과 일상성
김영우(영어교재개발학과 교수)

2002년에 우리나라 정보통신(IT) 업계는 IMT2000

이 많이 소개되었으며 음성인식과 같은 특정 기술이 영어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이라

교육에 적용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는 기술을 사람들에게 적극 소개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기
술이 그저 멀게만 느껴지면 상관없지만, 그런 정보통신기

그런데 이런 기술을 이용한 과거의 혹은 현재의 영어교육

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 적

활동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어학

용되어 나온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

습의 성격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었는지 물음을 던지지

하는 휴대전화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는 그냥‘나는 모르네’

않을 수 없다. 이런 물음은 기술 분야의 발전과 이익 논리에

하고 넘어가기에는 어쩐지 꺼림칙하다. 더구나 IMT2000

영어교육 활동이 말려들어 정작 영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을 이용하면 전세계적으로 유무선이 통합되어 멀티미디어

친숙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학습 환경을 잃게 하지는

컨텐츠를 보다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영어교육에

않았는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학습 매체 및 환경이 아무리

활용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기술을 영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매체와 환경 자체가 학습에 결정적

어교육 현장에 이용하려면 익혀야 할 지식이 많고 갖추어

변인이 되어 영향을 많이 주게 되면 정작 학습해야 할 내용

야 할 장비가 많아서 선뜻 나서기가 주저되기는 하지만, 이

에 학습자들은 관심을 덜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

기술을 이용하면 영어교육 관련하여 새롭고 효과적인 활동

체나 환경의 새로움은 학습자의 불안의 수준을 높이기 쉬

을 할 것 같아 보인다.

운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영어 학습 이론에 따르면 영어
학습 상황에서 불안의 수준을 낮춰야 학습자는 학습활동에

1990년대부터 교육 분야에서 기술의 적용, 특히 컴퓨터 및

보다 집중할 수 있으면서 자신감을 갖고 학습하고 영어를

통신 기술의 적용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

사용하게 된다.

들이 IMT2000처럼 새로 소개되는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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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기술은 소개된 초기에는 새롭고 낯설지만 유용한 기술의

소규모의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이 소개되면서 컴퓨터의 교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이 사용

육적 유용성이 강조되었고 시디롬이라는 매체가 대중화되

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기술의 사용법이 보다 인간적이 되

면서 시디롬을 이용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이

면서 점차 생활의 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활의 한 부분이

대중화되면서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도 많이 소

된 기술은 교육활동에 쉽게 활용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개되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을 다

이메일과 인터넷의 게시판은 90년대 초만 해도 많은 사람

루기가 쉬워짐에 따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영어교육 활동

들에게 낯선 기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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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특히, 월드컵과 제 1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

심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에만이 온라인에서 보다 인간적

진 2002년의 경우 이메일과 게시판의 이용은 가히 폭발적

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학습자들이 이런 온라인 활동을

이었다. 일례로 한 대통령 후보의 게시판의 경우 선거일 전

하나의 학습활동으로 적극 받아들이면서 영어학습에 임하

날과 선거일 당일 동안에 게시판 한 곳에 올라온 글의 수가

게 될 것이다. 교육을 백년지대계( 年

3만개를 넘어설 지경이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익숙해진

말에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교육 활동의 안

이메일과 인터넷 게시판 등의 기술을 영어교육 활동에 이

정적인 환경 마련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교

용할 경우, 학습자에게 학습 환경이 낯설거나 부담스럽지

육 전문가들은 기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않으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을 바로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영어학습 활동을 하기

計)라고 부르는

보다는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기술을 보다 교육적으로, 그
그렇다면 기술이 어느 정도 사회에 소개되어 사람들에게

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을 마련하여 학습자들이 영

익숙해져 생활화되었을 때 이 기술을 영어학습 활동에 별

어학습 및 활용에 집중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할 수 있

어려움 없이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기술 대중화

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라인에서 영어

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국가적인 통계 수치가 있다면 이런 자

를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의사소통능력

료를 근거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통계 자

(online communicative competence)을 키워줄 수 있을

료는 아직 제대로 갖춰진 상태는 아니다. 더군다나 영어교

것이다. 다만 새롭게 소개되는 기술을 영어교육 현장에 적

육처럼 특정 분야별로 통계적 수치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

용하면서 그 활용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영어교육 전문가

기는 아직 요원하다. 영어교육 분야의 기술 대중화를 판단

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하나의 실험적인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영어교육에 ICT를 활용하는데

연구 활동으로‘보여주기’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활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들 수 있다. 이 전문가

동이 실제‘일상에서의 ICT 활용 영어교육’
과는 구분될 수

들은 영어 교수 및 학습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서 계속 활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해왔기 때문에 기술 대중화의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와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영어교육가들은 이런 기술 대중화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
에 근거해서, 영어학습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영어학습 활동을 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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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Essential Number One: Motivation
Douglas P. Margolis(영어교재개발학과 교수)

Defeating Failure
Zoltan Dornyei(2001a) writes that the vast majority of
language learners endure a process of accepting different
degrees of failure. Even if students cling to their dreams
and push toward perfection, they face an arduous road.
Any hope of success requires years of patience. Language
learning demands the resilience to endure frustration,
humiliation, and confusion. For these reasons, even the
best of students benefit from teachers ’efforts to
motivate.
Although teachers often talk about motivation, there is
little agreement about what it is and how one
accomplishes it. Dornyei(2001b) tries to tackle the issue
by looking at“ demotivation. ”Teachers demotivate
students by ignoring them, being hypercritical, acting
aloof and egotistical, droning on and on for hours about
irrelevant and pointless ideas, giving unclear instructions,
unfair exams, unreasonable assignments, shouting at
students, using outdated materials, not being prepared,
not caring, trying to control too much, and countless other
ways. In short, demotivation is easy and happens
frequently. I wish I could say that I never commit these
acts, but unfortunately, I know too well that my classes
have not been free from demotivation. Rather than
becoming defensive, however, teachers need to reflect
upon classroom choices and behaviors and aim to reduce
causes of demotivation.
H. Douglas Brown(2001), amongst others, argues that
one cause of demotivation is the tendency to pursue the
“sage on a stage”approach, which assumes that teacher
knows best and that teaching is pouring our knowledge
into the empty vessels of the students ’brains. The
problem with the sage on the stage approach, however, is
that it assumes students’desires, knowledge and prior
experience are irrelevant to learning, except to the extent
they contribute to the teacher’s pre-defined plan. This
approach tends to glorify content, product, correctness
and competitiveness, all of which, Brown(200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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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s, fails“to bring the learner into a collaborative
process of competence building.”

Motivation Conceptualizations and the
Process Approach
Exactly how to motivate, rather than worry about how not
to demotivate, however, depends on how we conceive
motivation. Behaviorists define motivation as the
anticipation of reward or fear of punishment. For
example, promising students candy or A grades in
exchange for desired behavior or threatening with
corporal punishment and failing grades are the typical
“ power-over ”approaches still widespread in many
classrooms. Dogs and rats often are effectively trained in
this way, but unfortunately humans don’
t always fulfill
this model. Cognitivists suggest that humans are
motivated by various needs and drives. Thus, if a student
missed lunch, only by providing food and sating the
hunger need could we succeed in motivating her to study
English. Bandura’
s(1997) self-efficacy theory provides
another take on motivation. From the self-efficacy model,
if a student believes that her actions have a bearing on the
outcome of a task, that her effort can achieve success,
then she will be more likely to expend effort. For
example, students who receive A grades often thank their
teachers as if given a gift. By the self-efficacy model, the
proper response from the teacher would be to emphasize
that the A is the result of the student’
s own efforts.
Regardless of how one sculpts this feisty concept,
Dornyei’
s(2001a, 2001b)“process-oriented approach”is
a welcome contribution to the field. Dornyei argues that
motivation is not static, all or nothing, but rather, a
fluctuating condition akin to health. The process
approach dictates that teachers should become aware of
motivational influences and adopt strategies likely to
increase them. Different motivational strategies are
necessary for cultivating this environment, for generating
initial motivation, and for maintaining motivation once present.

Faculty
Column
So What Do Teachers Do On Monday Morning?
These perspectives don ’t exhaust the discussion on
motivation theory, but they identify relevant concerns for
instructional design, for example, rewards, needs, selfefficacy, and a process oriented approach.
Teachers need not spend lots of money to bribe their
students with candy, although giving and receiving
rewards(including candy) is fun at every age. I teach
adults. Last semester I discovered that even a certificate
whipped up with MS Word and regular photocopy paper
can motivate students. At first, I thought it trivial to the
students, but one day I forgot the certificate and
discovered their disappointment. Rewards motivate.
Regarding needs, students must feel safe in the
classroom. When teachers know student names and
histories, students feel more comfortable and more
readily become engaged. Spending time in“ real ”
conversations with students is never a waste. Doing so
also makes English less of an academic chore.
One of the most important needs of students, though, is
the need to feel that class is worthwhile and they are
making efficient progress. If the teacher looks or acts
bored and disinterested, how can one expect students to
become enthusiastic? Thus, the most important class
preparation is to seek a personal connection to the topic.
Moreover, testing students on a regular basis, not always
for the sake of grades, but also to demonstrate their
progress to them is important for morale. Tests should not
be full of trick questions and pointless detail. Instead, to
be motivational, they should cover what has been
emphasized in class and should be promoting student
sense of self-efficacy.

when students turn to you for advice and perspective, the
more you turn it back to them, the more participation
increases. Of course level and age differences affect how
teachers must handle classes, but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urning control over to students increases their
engagement and self-investment.
One reason that teacher silence promotes student
motivation is that student talk increases their experience
of success in communicating in the foreign language. The
more they succeed, the more their self-efficacy grows.
Another way that teachers motivate students is via
acknowledging their accomplishments. Early in my
career, I often pointed out students’mistakes, thinking
that in this way I most helped them improve. On the
contrary, although students often ask for their mistakes to
be corrected, many researchers have found that students
typically don’t benefit from explicit error correction.
Instead, acknowledging students for their successes and
recognizing their strengths may free up mental resources
that allow them to handle weaknesses. Positive thinking
tends to mot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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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aps the most difficult and easiest way to motivate
students is to remain silent. Once discussions begin and
you’
re dying to express your point of view, don’
t.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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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다
김수진(영어교재개발학과)

2002년 7월, 뜨거운 여름의 열기만큼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

차례. 급기야 우리 넷은 두 번째 학기에 들어설 때 작은 집을

고 52인의 IGSEan이 새로운 출발선에 옹기종기 모여 섰다.

하나 얻어 공동생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도 명실상

처음 보는 얼굴들, 다른 학교보다는 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부한 진정한 성내동의 지역주민이 되었음을 자부하며, 좀 더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 거기에 이제‘처음’시작하는 학교라

편한 옷차림으로 동네를 활보하는 특권을 누리기 시작한 것

는 두 배의 신선함.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늘 신학기면 느꼈

도 이 즈음부터였다. 집 안에 하나씩 늘어가는 살림을 보며

던 설렘이 몇 배 더 크게 다가왔다. 이들 중에 분명히 단짝도

별 것도 아닌 일에 환호를 지르고, 아침이면 서로의 자명종

생길 것이고, 함께 공부하다 보면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이

소리를 육성으로 흉내 내어 깨워주며 우리는 빡빡한 학교 일

일어나겠지.

정 속에서 작은 재미들을 하나씩 일궈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설렘은 본의 아닌 나의 착각이었음이 얼마 지나

여기서 잠깐! 워낙 학교 일정에 빈틈이 없다 보니, IGSE의 학

지 않아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내가 IGSE를 너무 만만하

생들은 다른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특이한 방법으로 스트레

게 봤던 것일까? 첫 학기는 정말 폭풍이 지나가듯, 그것도 아

스를 해소하곤 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활력소가 한 학기

주 느리고 거센 폭풍이 지나가듯 하루하루 힘겹게 이어졌다.

면 서너 차례 어김없이 찾아오는 발표 시간에 잘 차려 입고

학기가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동기들과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

오기. 발표 시간의 패션을 살펴보자면 그대로 맞선 자리에 나

조차 뛰어다니며 인사해야 할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

가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유난히 쫙 빼 입고 학교

니까.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날 힘겹게 하더라도, 친구들의

에 들어서는 동기가 있으면 우리는 주저 없이“발표 있니?”
라

진한 우정이 없는 학창시절은 단팥 없는 찐빵이 아니겠는가?

고 물어본다. 어차피 바깥 약속은 잡을 수 없다는 걸 서로 아

첫 학기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성내동 일대 식당을 두루 섭

니까. IGSE의 이 새로운 전통에서 나의 동거인들이라고 예

렵하는 것을 학교생활의 빼 놓을 수 없는 낙으로 여기는 네

외일 리 만무하다. 여학생 넷이 모인 집이니 그 수선이 오죽

명의 여인들이 자연스럽게 뭉치기 시작했다. 나를 비롯해, 박

하겠는가. 지난 학기 양 모 교수님의 수업 전 날, 공교롭게도

모양, 서 모양, 키 큰 김 모양.

같은 시간에 발표를 맡게 된 나와 키 큰 김 모 양 역시 발표
준비보다도‘무엇을 입을지’
에 더 관심을 두고 사계절 옷을

잠자리만은 흩어져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첫 학기, 시험 기간

다 꺼내며 온 집안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간신히 옷을 정

만 되면 성내동의 찜질방에서 우리의 정체를 궁금해 하는 주

한 후에는 거기에도 성이 차질 않아 급기야 특별한 이벤트라

인 아주머니의 시선을 뒤로 하며 밤새 책과 씨름하기를 여러

는 명목으로 지시봉으로 쓴다며 집에서 쓰는 걸레 밀대를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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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들고 학교로 향했다.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나는 키 큰 김

보내면서 내가 과연 이번 학기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 것인지

모양에 비해 우아하게 걸레 밀대를 쥐고 흔들지 못해 발표 중

내내 불안해하면서도, 곁에 항상 있는 친구들이 있어 하루하

에 자꾸 탁자에 부딪히는 우를 범하면서도 그 날 하루 무척

루 힘을 낼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기간도 IGSE에서 만난‘놀

즐거웠다.

라운’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나도 더불어‘놀랍게’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나라 영어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난생 처음 동

IGSE의 친구들, 그대들의 미래는 창대하리라!

거인들이 내 생일에 치러 준 깜짝 파티!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진 후 초가 가득 꽂힌 케이크를 들고 방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눈물을 글썽거리지 않을 수 없었
다. 마치 영화‘파니 핑크’
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즐거
운 일이면 즐거운 일대로, 힘든 일이면 힘든 일대로, 곁에 있
어서 힘이 되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
복인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날이었다.
그 뿐이랴. 찜통 더위 탓에 가득 생겨 버린 쌀벌레를 처치 못
해 전전긍긍하다 결국 한꺼번에 떡을 해 학교에서 애쓰시는
분들과, 동기들, 그리고 성내동에서 우리의 즐거운 식단과 여
흥을 위해 애쓰시는 상가 분들에게 돌리며 즐거워했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시험 공부한다고 주방에 넷이 머
리를 맞대고 앉아 있다 다음 날의 후환은 잠시 잊은 채 느닷
없이 노래방으로 향하다가도, 어느새 우리 영어 교육의 현주
소를 걱정하며 진지하게 토론을 벌이는 엄숙한 분위기를 연
출하기도 하는 그 변화무쌍함은 또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어느덧 IGSE의 생활은 전반기를 마감하고 있다. 한 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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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s Help a Tagger!
Jakyung Song
(Dep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Are you finding an interesting follow-up activity to teach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glish? On the top of it, do
you have little time to prepare for activity materials? Then,
how about introducing“Tagger Helping Game”in your
classroom? Tagger helping game for kids can be used as a
whole class work and suitable for consolidation stage. In
this game, the tagger’
s role is to find hidden picture cards
or objects with the help of song volume by other students.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of this activity. First, this
activity provides students with opportunities for review, by
integrating preceding learning work: a song, a chant,
vocabularies, question and answer patterns. Second, this
game stimulates students’interest, even poor and demotivated ones, making them participate in active learning.
Third, this is applicable to various kinds of question and
answer forms: for example,“Is this your ruler? & Yes, it is
/ No, it isn’
t”for possession,“What’
s this/that? & It’
sa
bag”for naming of objects, and“Where is the pencil? &
It’s under the chair”for position. Fourth, through this
activity, you would feel free from consuming time caused
by material preparation. Doesn’t it sound attracting that
you can progress interesting class for about 10 to 15
minutes without toilsome preparation?

Objective
First, this activity facilitates primary school students to
learn question and answer patterns pertained to target
sentences. Second, students can naturally acquire sev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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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ies through participating in game-type learning.
Third, they will also learn how to praise and response, how
to apologize and response, as an accompanying effect. Last,
children can have motivation and self-confidence.

Prior to the Activity
1. Students need to be familiar with various songs or chants
as well as ones in the textbook, whose contents are related
to the topic and whose lyrics consist of target sentences. So,
at ordinary times, make the environment that your students
can be exposed to a children’
s song in English.
2. Students need to learn some vocabularies which will be
used in this activity. Before the activity, promote children’
s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your own creative methods,
like picture card game, coloring activity, and so on.

Procedure
As already mentioned, in this activity, various forms of
question and answer are feasible. The following procedure
is a sample for possession expression.
1. Choose a tagger and let him/her go out of classroom.
2. One of students in classroom takes out his/her stuff on
the teacher’
s desk, such as pencil, eraser, and book.
3. Call the tagger in the classroom altogether:“Come in,
Min-su.”
4. While the tagger finds the owner, others help him/her by
singing a song loudly or quietly: Sing loudly when the
tagger gets nearer to the owner, sing quietly when the
tagger gets away from the owner.

5. The tagger points out a potent owner, asking him/her“Is
this your **?”
6. The indicated student answers“Yes, it is.”or“No, it
isn’
t.”
7. If the tagger finds the real owner before the song ends,
others praise him/her“Good, good, very good”with twice
clapping and thumb up. Then the tagger answers“Thanks,
thanks, thanks a lot”with victory sign. If not, the tagger
says“Sorry, sorry, I’
m sorry”
, and others answer“OK,
OK, It’
s OK.”
8. Let the tagger choose new one, starting the activity
again.

other for finding it out. At first, spread out several stuff or
picture cards on teacher’
s desk. After showing them to two
taggers, let them go out of the classroom. Hide one of the
objects somewhere in classroom, calling taggers into
classroom again altogether. One of them guesses what is
missing. If the guessing is right, the other can have a
chance for finding it like above procedure.
3. To make this activity more dynamic, you can divide
class into several groups, according to gender or seats,
letting a representative of each group be a tagger. Slight
group competitiveness might create more exciting and
active atmosphere.

More tips: One, in order to give the tagger clear hint, you
needs to regulate other students’song volume by showing
a magnitude with two fingers or two hands. Two, if you
took part in this activity as a tagger, students would be
more interested in the activity.

After trying this activity in your classroom, you would
recognize its worth and could develop its procedure in your
own way. Indulge yourself in the“tagger helping game”
with your children!

Variation
1. At procedure two, instead of taking out of stuff, it would
be also interesting, to hide stuff or a picture card and then,
to require a tagger to find out where it is. In this case, more
proper question and answer sentences would be for
position. For instance, the tagger shouts“I found it!”or
, then says“It is under Yumi’
s chair”as an
“Here it is!”
answer to others’question“Where is the eraser?”
2. You can combine this activity with guessing game by
using two taggers: one for guessing missing object, the

위글은 2003년 1학기 영어교수방법론 과제인 Teachnique
(teach + technique)중 영어지도학과 송자경 학생의 글입니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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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일부 ? - 나는 영어공부를 이렇게 했다.
김인영(영어지도학과)

IGSE에서 공부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짧

2. 게으른 사람은 절대 외국어를 배울 수 없다. 생활 속에서

게만 느껴지는 1년이지만 지난 일년 동안 언어를 습득해 나가

영어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것이며

는 과정에 대해, 특히 외국어 습득 원리와 그 과정에 대해 짧

입은 말하라고 있는 것이니까.

은 지식을 빌어 부단히 생각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고

3.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만이 모국어가 아닌 남의 나라

자 IGSE 동기들과 함께 혹은 혼자서 나름대로 이리저리 시도

말(foreign language)을, 이 한국 땅에서 의사소통의 수

도 해 보고 토론도 많이 했었던 것 같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단으로 배울 수 있다. 항상 자신감을 갖고 (가끔은 근거 없

해나가야 과연 성공적인 영어 학습자 (successful English

는 자신감이지만) 나 자신의 영어 실력에 대해 어제보다

learner)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고민하는 많은 후배들에게

나아지고 있다고 본인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용기를 주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4. 영어에 관한 한 나는 원어민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러니

AGORA 지면을 빌어 부담 없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다.

창피 당할까 체면 차리지 말자. 틀리는 게 창피한 게 아니
라 틀릴까봐 걱정하는 게 더 창피하다. 틀리면 어때?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는 제목의 책이 화제가 된 적이

5.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청소하면서 씻으면서 밥 먹으면

있다. 책 제목만 본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한 문장

서 학교 오가면서 걸으면서 혹은 쉬는 시간에 마음만 먹으

으로 담고 있는 것 같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사전 찾아가

면 얼마든지 영어 듣기와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다. 파트

며 하는 영어 공부가 과연 외국어 학습자를 온전히 이끌어 줄

너가 있으면 더욱 좋고 혼자라도 좋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방식에는 분명 한계가 있
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 상당수는 대체

6.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매일 매일 정확한 표현을 문장 속
에서 통으로 외우자. 외운 표현은 꼭 써보자.

로 학구적인 성향이 강해서, 앉아서 해석하고 외우고 하는 데

7. 어린이 동화책, 만화책에 나오는 영어 표현은? 어려운 단

에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 본인 역시 예외가 아

어 외우느라 힘 빼지 말고 쉬운 단어, 쉬운 표현이라도 제

니어서 이런 방식의 영어 공부에는 웬만큼 익숙해져 있다. 그

대로 익혀서 정확히 쓰자.

러나 이런 소위‘자학적’방식의 영어 공부가 실질적으로 얼

8. 전자 사전은 24시간 가까운 곳에 두자. 언제라도 찾아 봐

마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실제 의사소통시 얼마만큼의

야지. 단어 하나만 달랑 외우지 말고 붙어 다니는 표현을

심리적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

항상 같이 외우자.

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방법은 생활 속에서 영어

9.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를 습관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영어 공부와 관련해 내

큰 소리 내어 익숙해 질 때까지 익혀나가자(요즘 학교에서

가 세운 몇 가지 원칙을 간단히 소개해 본다.

실시하는 발음 클리닉에 참가하면서 내 영어 발음에 얼마
나 허점이 많은지 새삼 깨닫고 있다.).

1. 영어는 언어이다. 언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에서
출발한다. 항상 궁금해 하자. 이건, 아이들이 어떻게 모국어
를 배우는지 관찰해 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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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자. 영어 쓰
기와 말하기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위의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해 지금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어려운 경우는 읽은 내용을 책을 안 보고 다시 말해보는

간단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마음먹은 만큼 실천하

방식(read and look-up)을 활용해 보았다.

지는 못하고 있어 다소 쑥스럽기는 하지만 말이다.

5.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AFN이나 CNN 방송을 시청
한다. 사실 제일 좋아하는 프로는“Oprah Winfrey

1.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라디오를 켠다. 요즘은 EBS에

Show”
인데 요즘은 시간이 안 맞아서 못보고 있다. TV

서 거의 하루 종일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기 때

시청 특히 토크쇼나 드라마 등은 외국어 학습자인 우리에게

문에 자투리 시간마다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가능하면

영어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다.

소리 내어 따라하기(shadowing)를 반복한다. 즐겨 듣는

6.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벼운 내용의 책을 주로 읽는다.

프로그램은 모닝 스페셜과 리스닝 스페셜, 투데이즈 매거

예를 들면,‘Chicken Soup’
이나‘Harry Potter’시리즈,

진 등이다. 초급 영어회화나 중급 영어회화도 다양한 표현

혹은 간단한‘how to 시리즈’등이다.

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리스닝 스페셜
은 특히 녹음해서 몇 차례 반복해서 듣고 잘 안 들리는
부분은 직접 받아쓰기(dictation)해 본다. 라디오 AFN
Korea에서도 AP news 등의 자료를 직접 녹음해서 그 날
의 리스닝 자료로 이용한다.
2. 학교 스터디 파트너와는 받아쓰기와 영자 신문의 사설

7. 영어 테이프는 항상 휴대하고 다니자. 언제 어디서라도
시간이 나면 들을 수 있게 말이다.
8.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다. 유용한 읽기, 듣기 자료를 손쉽
게 얻을 수 있으니까.
9. 노트를 적극 활용한다. 유의해야 할 표현들은 한번씩 꼭
적어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 본다.

부분을 읽고 요지 파악하기, 주요 표현 외우기 등의 연습

10.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쓰고, 많이 연습하자.

위주 시간을 함께 갖는다. The Korea Herald의“Dear

Krashen의‘Input hypothesis’
, 그러니까 결국 기초가

Annie”칼럼을 듣고 받아쓴 후 칼럼 전체를 외워서 발표

튼튼해야 한다는 얘긴가요?

한 후 발음이나 문법에서 틀린 부분을 서로 서로 수정해
주고 있다.

사실 쓰고 보니 매일 매일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서

3. 최소한 일주일에 한편 이상의 영화를 보고 영화 속 표현을

스스로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든다. 가끔은 나 자신의 영어

익힌다. 일단 자막 없이 듣고, 이후 자막을 보면서 주요

실력에 대해 낙담하기도 하고, 과연 얼마나 늘고 있는지에

표현을 정리해 가며 익힌다.

대해 조바심 내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Slow,

4. 학기 중에는 전공 서적이나 밀려드는 학교 과제물 때문에

but steady’
를 외친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영어 공부를 위해 별도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

IGSE에 와서 체계적으로 다시 시작한 영어는 분명 큰 힘이

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방법이 전공 책을 읽으면서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공부하는 IGSE 동기들이

단락별로 요점 정리를 하며 이해한 내용을 바꾸어 말하는

나의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끌어 주는 가장 큰

(paraphrasing)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예상외로 전공

자극과 독려가 되고 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바꾸어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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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여름방학 발음 워크샵
김정희(영어지도학과)

IGSE, 우리 학교의 방학은 쉬는 방학이 아니다!!! 미진한 부

로서 잘 파악하고 있어서 다시 설명도 해주고 우리가 연습하

분을 보충하는, 교육학적으로 고상하게 말하자면 학습의 연

는 동안 개개인의 발음을 헤드폰으로 통해 엿들으면서(?) 개

장선상에 있는 방학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고달픈(?) 그

별지도도 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두 시간의 발음 클리닉을

런 방학이다. 그러나, 방학이 끝난 지금 가장 보람찬 방학이

받은 셈이었다.

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많은 효과를 느꼈던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오디
이번 여름 방학동안에는 6주 동안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 공테이프로 녹음하면서 발음 교정을 하는 방법이었던 것

까지 매일 발음 클리닉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같다. 공테이프 두 개를 준비해서, 한 개의 테이프에는 한 주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었던 것같다.

동안 랩실에서 연습하면서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다
시 들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발음 부분에 표시를 하

발음 수업은 지금까지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발음

고, 녹음 스크립트와 함께 선생님에게 제출하였는데, 선생님

교정 수업이었다. 각 클래스는 5명 내지 7명의 개별지도가 가

께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습이 더 필요한 부분을 지적

능한 인원으로 편성된 점부터 시작하여, 공동으로 진행되는

하여 돌려주었다. 그 다음 주에는 나머지 공테이프에 또 한

커리큘럼과 함께 각자 자신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질

주 동안 연습한 음성을 녹음하여 제출해서 피드백을 받았는

문하고 토론하면서 내 발음은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진단

데, 이 방식은 참으로 효과가 좋았던 것 같다. 아주 유용한 워

할 수 있었던 점, 각자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다를 때는 서로

크샵이었다. 물론, 첫 학기에 배웠던 '영어교사를 위한 음성

도와 왜 어렵게 느끼는지 다른 동료들의 설명도 들어보며 토

학'이라는 교과과정에서 배운 발음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론도 할 수 있었던 점, 또 서로의 발음을 체크하면서 연습할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수 있었던 점 등 아주 자유로우면서도 효과가 몸으로 느껴지
는 그런 수업이었다.

물론 내 발음이 이번 워크샵을 하고 나서 완벽해졌다고는 하
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무슨 발음에 문제가 있는 지

수업 한 시간이 지나면 Lab 실에서 방학동안 봉사장학생으

충분히 알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로 일하는 김태은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날 배운

연습을 부단히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더 큰 보

발음을 연습하게 해 주는 그야말로 백 퍼센트 만족하게 해 주

람을 느낀다.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연습하고, 자신의 혀까지

는 Lab 시간! 그녀는 우리들이 겪는 문제점을 같은 한국인으

만져보라는A 학생, 이미 좋은 발음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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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조차도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입 주위 근육이 이상하다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고 할 정도로 다들 열심이었다. 의욕적인 그들의 모습이 아름

해 본다.

다웠다. 그 결과 필요 없이 /r/ 소리를 넣거나, 마지막 /s/로
끝나는 단어를 유성음으로 소리를 내야 하는데 무성음으로

그런데, 이런 좋은 수업을 학생들이 먼저 학교에 건의한 것도

소리 내는 등의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습관들을, 동료들의 지

아닌데 학생 당사자들보다 더 먼저 열심히 학생들 편에 서서

적을 통해서 좀 더 인식하게 되었다는 경험담을 들었고, 실제

무엇이 필요한 지 미리 생각하시는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

많이 고쳐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별적인 발음은

의 넓고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고마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장 단위의 intonation과 특히,

생각이 든다. 넘치는 사랑 속에서 성장한 우리 IGSE인들은

긴 문장을 읽을 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등의 개별적인 문제점

분명 훌륭한 영어교육 전문가가 되어 금강석처럼 빛나게 되

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교정하는 연습을 부단히 해

리라 믿는다. 우리 학교에 발음을 전공한 원어민 교수님이 계

야겠다는 일종의 awareness를 기르게 된 것 같았다. 많이 듣

셔서 이런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라는 생

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알고 난 후 연습하는

각이 들었다. 방학인데 자진해서 수업을 자청하여 쉬지도 못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Anxiety가 낮은 화기

하고 더운 날 애써주신 그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

애애한 이 번 워크샵을 통해 다른 동료들의 발음도 지적하고

하고 싶다.

교정해 줄 수 있을 만큼 자신감들도 생긴 것 같다.

I really appreciate you, Daniel!

발음교정을 받기 전까지는 모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
었는지 잘 모르고 피상적으로만 알았었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모음의 tense와 lax의 차이를 영어교사
스스로가 구별하지 못한 채 그저 소리의 길이가 다르다고 학
생들에게 잘못 가르쳐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 아찔
하다. 내가 선생님의 입 모양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연습했던
것처럼 나의 입을 바라보며 배우게 될 수많은 나의 학생들을
생각하니 더욱 정확한 발음을 갖도록 애써야 될 것 같은 의무
감이 생긴다. 그리고 영어교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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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써 내려간 컴맹 탈출기
윤인섭(영어교재개발학과)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지만 IT 강국에 IT 강자만 사는 것은 아니다.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잘 다룬다지만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가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도 아니다. IT 약자에다‘젊은 컴맹’
의 본보기인 내가, 모든
학생의 영어와 IT 능력 신장을 표방하는 IGSE에 들어와서 심지어 교재개발학과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은 지
금까지도 뭇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다행히도 이런 사정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IGSE인들의 좌
충우돌 컴맹 탈출기는 공동저작이다.
IT의 공격은 이미 입학 전부터 시작되었다. 입학생 모두가 입학 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 학교의
주문. 홈페이지 일주일만 하면 **만큼 한다, 홈페이지 무작정 따라하기, 등의‘쉬워요, 해보세요, 제발’
류의
IT서적들을“흥”하는 콧방귀 하나로 잠재웠던 나는 그제야 교재개발학과에 들어왔다는 실감과 불안감이 엄
습하여 이리저리 쉬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는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공지사항에 resume가 있는 웹싸이트 주소를 올리라는 글을 보고 나서, 개강 전까지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완강히(?) 버
티던 제 자신이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홈페이지 만드는 법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제 수준은 거의 컴맹에서 약간 탈피(?)한 수준 정도거든요.
어찌할꺼나? 어찌할꺼나?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무작정 무료 홈페이지를 주는 싸이트를 들어가서 만들기 시작해야 할까요? 아~~~~휴! 정말 고민되네요.
- 2002년 9월 1일 다음 IGSE 까페에 올라온 하소연

이럴 때일수록 한 배를 탄 동지들의 도움이 절실한 법. 동기들은 자신이 아는 한, 더 절망스런 처지에 있는
동기들을 돕기 위해 애썼다. 영어라면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러한 IT 고행이야말로 IGSE인들
의 단합에 일조한 것이 아닐까 싶다.
저도 거의 컴맹 수준인데요, 네티앙에서 가입하고 비교적 쉽게 만들었어요, 마법사라는 게 있고 에디터라는 게 있어서 html인
가 하는 거 잘 몰라도 하겠더라구요. html도 복사해서 쓰면 되고 간단한 건 만드는 법 설명이 있어서 해 볼 수 있어요.
넘 걱정 마시구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쉬워요.
참 제 홈에 놀러 오세요. 제가 위에 쓴 글에 주소 있어요...^^
- 위의 하소연에 대한 답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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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하자 IT의 공격은 더욱 거세어졌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IT과제는 과를 불문하고 모든 IGSE
인들을 하루에 한 번은 컴퓨터 앞에 앉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와 친해지기를 일주일, 감격
스런 IT 정복기가 다음 까페에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I’
ve just finished downloading and installing the driver of HP officejet on my laptop.
It’
s the first time to do something on it by myself!
I always asked someone to solve a problem of a computer, whenever I got in the trouble. Wow, I’
m so
excited!!!
- 2002년 9월 8일 다음 까페에 올라온 눈물의 성공기

컴퓨터를 잘 하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하나도 대단한 일이 아니었겠지만‘컴퓨터 몰라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외치며 컴퓨터는 일부러 멀리해왔던 나로서는 작은 성취 하나 하나가 큰 힘이 되었
다. 어느 순간 나와 동기들은 다운로드와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1학기 목표가 모든 IGSE인들의 전반적인 IT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면, 2학기는 교재개발학과
학생들의 IT 실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스페셜 메뉴였다. 내 인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쉬라는 세 개의 엄청난 프로그램을 다루게 된 나는 처음에는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환자와 비슷한 정신적 반응을 나타냈다. 부정(아니야, 정말 이런 걸 다루어
야 될 리가 없어)→분노(왜 교재개발학과만 이런 걸 해야 하지?) →타협(아, 두 개만 배워도 좋을 텐
데.)→우울(내버려둬...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수용(정말 해야 되나 봐.)의 다섯 단계를
거쳐 컴퓨터 앞으로 돌아온 나는 현실과 맞부딪쳐 싸워야 했다. 물론 이번에도 난 혼자가 아니었으며,
방학동안 이메일을 제대로 확인도 안 했는데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까지 실기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막
막하네요. 특강도 제대로 못들은 데다가 방학을 다른 일로 허송세월해 버렸거든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려니 두렵기까지 하네요.
저처럼 아무 대책 없는 학생이 있을까요?
혹시 막판 초치기나 벼락치기를 위한 조언 해 주실 분 부탁드립니다.ㅠㅠ
- 2003년 2월 19일 다음 까페에 올라온 글

역시 이번에도 손 내미는 동기들이 있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활용 예제를 해보는 거야.^^ 그래픽은 그래야 빨리 늘어!! 해 보는 거!! 내가 시간이 되면 한번
갈쳐줄 텐데. 학기 중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렇다. 아무튼! 힘내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전화해라 ^^
- 위의 하소연에 대한 답글

그 날 배운 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나머지 공부까지 감수하며 꾸역꾸역 또 한 학기가 지났다. 그러
면서 나 역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쉬를 맛보기라도 하게 되었다. 어디 가서 이 프로그램들
을 다룬다고 말할 형편은 안 되지만, 조야하나마 프로그램을 이용해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고, 어떤
버튼을 불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싶다. 지금은
‘IT, 나는 너를 알아’
라고 수줍게 말하는 수준이지만, 언젠가‘IT! 넌 내꺼야!’
를 외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컴맹 탈출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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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도서관 소장 영어교육 학술지 및 논문
데이터베이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도서관은 영어교육 전공 도서
및 교재와 함께 국내외 학술지를 소장하여 본교 교직
원 학생이나 도서관 회원들이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에서 출간된 영어교육
연구 논문 및 석박사 학위 논문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외 학술지 목록
1.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998-2003)
2. Applied Linguistics (1980-2003)
3. Applied Psycholinguistics (2002-2003)
4. CALICO Journal (1998-2003)
5.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2002-2003)
6.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2002)
7. Dictionaries (1999-2002)
8. ELT Journal (2001-2003) CD-Rom (1981-2000 Vol.36/1-54/4)
9.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2002-2003)
10. English Today (2002-2003)
11. Folio (1994-2001)
12. Foreign Language Annals (2001, 2003)
13. Forum for Modern Language Studies (2002-2003)
14.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1995-2003)
15.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002)
16. IRAL (1980-2003)
17.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1997-2003)
18.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02-2003)
19.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2-2003)
20. ReCALL (2002)
21.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2002-2003)
22. Language Learning (1980-2003)
23. Language Testing (1984-2001)
24. Language Teaching (2002-2003)
25. The Modern Language Journal (1980-1987)
26. Reading Research Quarterly (1997, 2001)
27. RELC Journal (1993-2002)
28. Second Language Research (1998-2001)
29.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95-2003)
30. System (2002-2003)
31. TESL Canada Journal (2002-2003)
32. TESOL Quarterly (1990-2003), CD-Rom (1967-1997 Vol. 133. World Englishes (2003)
● 국외 학술지중 본교도서관에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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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지 목록
1. 교육과정 평가연구 (1999, 2002)
2. 영미문학교육 (2002)
3. 사전편찬학 연구 (1987, 1997-2001)
4. 사회언어학 (1993-2002)
5. 영어어문교육 (2001-2002)
6. 어학연구 (1990-2003)
7. 언어정보 (1997-200)
8. 함께하는 영어교육 (2002)
9. STEM Journal (2000-2002)
10. 영어교육 (1966-2003)
11. 응용언어학 (1982-2003)
12. 초등영어교육 (1995-2002)
13. 한국영어학회지 (2002-2003)
14. 영어교과교육 (2003)

영어교육 연구문헌 데이터베이스
- 1970년부터 현재까지 4500 여 편의 영어교육 국내 연구논문 목록
- 1945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4800 여 편의 논문 목록
- 현재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검색과 조합검색이 가능함
- 홈페이지:http://library.igse.ac.kr/education/education.asp

도서관 주소 및 연락처
- 전화:6476-5201, 2 / 팩스:6476-5200
- 주소: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13 한미빌딩 1층 (134-847)
- 이메일:jmc1006@igs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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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들 학부 전공 다양｜

｜2003년도 1학기 월례 특강｜

2003년도 신입생 전형 결과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IGSE에 입학했다(아래 표 참조). 여전히
영어교육, 영문학과 졸업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
과학대와 자연과학대 졸업생이 꾸준히 IGSE의 문을 두드
리고 있다. 이는 영어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과 다양한 경험과 관심분야를 강조하는 신입생 전형 방법
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

2003

2002

영어교육

7

10

17

영문/영어

12

18

30

인문/법학

6

5

11

사회/경영

7

10

17

사 범 대

9

3

12

자 연 대

3

3

6

공

대

4

3

7

농

대

1

0

1

예 체 능

1

0

1

50

52

102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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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계

합

계

일시

연

사

3.19 조원경 박사

주

제

How to Globalize
Korean Culture

4.9

James Forrest
(British Council)

5.14

Michael Barlow 박사 Using Corpora in
(Rice University)
Language Teaching

6.11 안정효 선생

Using Poetry in Your
Language Teaching

번역의 십계명

｜교수 및 학생 학술대회 발표｜

｜학생들의 학술 활동｜
박영미. (2003). First Encounters with English.

KOTESOL Newsletter, 7(3), 8.
송자경. (2003). Fostering Effective Group Dynamics
in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KOTESOL

Newsletter, 7(4), 11-12.
강정주, 정혜수, 김수진. (2003. 4. 12). 유아 대상 영어교육
사이트의 분석 및 평가.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발표,
대전 우송대.

■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2003년4월12일, 대전우송대)
정영국, 조미옥 : EFL 영영 전자사전(CD-ROM) 비교 분석
강정주, 정혜수, 김수진 : 유아 대상 영어교육 사이트의
분석 및 평가
김영우, 권소희, 고서정, 윤인섭 : 영어교육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정보 관리
■ 한국영어교육학회(2003년 6월 26일, 대전 충남대)
김영우, 윤인섭:Online Communication Tools for
TESOL Professionals

권소희, 고서정, 윤인섭. (2003. 4. 12). 영어교육 연구자들
을 위한 연구 정보 관리.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발
표, 대전 우송대.
윤인섭. (2003. 5. 26). Online Communication Tools
for TESOL Professionals. 한국영어교육학회 발표, 대전
충남대.
정혜수, 강정주, 김수진. (2003). 유아 영어 교육 사이트의
분석 및 평가. 영어 교재론 연구 1 (정영국 편), pp. 291322.
김태은. (2003). English Grammar in Use 분석 및 효용
성 평가. 영어 교재론 연구 1 (정영국 편), pp. 2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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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직원 학생, 현대영어사 시설 방문｜

｜Douglas Margolis 교수 하와이대 박사
과정 진학｜
본교에서 강의 및 학생 지도에 힘썼던 Douglas Margolis 교수
가 학문 정진을 위해 금번 가을학기에 하와이대에서 박사과정
을 시작했다.

｜본교 신임 교수 초빙｜
본교는 2003년도를 맞아 새로운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였다.
두 분 모두 금년 봄학기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
하였고 이번에 본교에 부임하여 영어 지도 및 IT 관련 과목을
5월 21일에 본교 학생과 교직원은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현대

맡게 되었다.

영어사의 대형 강의실을 포함한 영어 캠프 시설 및 세계적인 규
모의 녹음 시설을 방문했다. 견학을 마친 후 문용 총장의‘영어

■ James M. Ranalli

의 다양한 얼굴’
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학력 : TEFL/TESL 석사 졸업 예정

정지용 시인 생가를 방문하였다.

(University of Birmingham, UK)
철학 학사 (University of California

｜2003학년도 봄학기 종강 모임｜
2003학년도 봄학기를 마치면서 종강모임을 경기도 하남에 있
는 한 음식점에서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치뤘다. 참석자들 모두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얘기꽃을 피운 즐거운 자리로 본교의 전통이 될 듯
하다.

｜2003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at Irvine, USA)
경력 :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강사
및 코디네이터
CELTA, DTEFLA Trainer (영국문
화원)
IELTS Examiner
■ Alannah T. Fitzgerald
학력 : Technology and ELT 석사
(University of Salford, UK)
영문학 학사 (Victoria University,
New Zealand)
경력 : University of Salford 영어
강사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강사
IELTS Examiner

IGSE 2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7월 18일 본관 및 본교 도서
관에서 있었다. 신입생들은 도서관 시설을 둘러본 후 본관으로
자리를 옮겨 교수진과 교직원, 재학생이 마련한 환영행사에 참
여해 담소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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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동정｜
■ 정영국 교수

■ 김영우 교수

EFL 영영전자사전(CD-ROM) 비교

영어교육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정보

분석,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관리,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2003.

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4. 12, 우송대학교.

2003. 4. 12, 우송대학교.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nline Communication Tools for

of the Korean-English

TESOL Professionals, 한국영어

Dictionary”
. Aisalex 2003

교육학회 2003년도 여름국제학술

Conference, 2003. 8. 28.

대회, 2003. 6. 26. 충남대학교.

Meikai Univ. Japan.
“Types of Inappropriate
Equivalents in English-Korean
Dictionaries”
. Aisalex 2003
Conference, 2003. 8. 29.
Meikai Univ. Japan.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 편성 개선
방안 연구, 공동연구, 한국교육방
송공사.
편저:영어교재론 연구 1 - 교육과정
과 교재개발 및 평가. 한국문화사.

■ Daniel Thomas 교수
2003년 여름방학 발음 워크샵 실시
2003. 7. 14 ~ 8. 22

2003년 9월 발간
■ 정현숙 교수
논문
Chung, H., Thompson, R.,
Bowman, M., Swafford, G., &
Thorkelson, T. (2003).
Listening comprehension and
anxiety in Korean EFL classes:
A comparison of main idea

■ Eric Prochaska 교수
Academic Coordinator of
Language Skills Courses 임명

comprehension and detail
comprehension practice.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9 (1). 173-187.
하와이 대학 출장:2003. 8.4 20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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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캘린더

2003 팬코리아 영어교육학회
가을 국제학술대회
주제 : 교실에서 실제 세계로의 전화(Making
the Transition : Moving from the
Classroom to the Real World)
일시 : 2003년 9월 20일(토)
장소 : 동서대학교 밀레니엄관
홈페이지 : http://www.pke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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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IGSE) 1주년 기념 학술 행사
일시 : 2003년 10월 10일(금)-20일(월)
장소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igs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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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SOL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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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Gateways to Growth:
Exploring ELT Resources
일시 : 2003년 10월 18일-19일
장소 : 서울교육연수원
홈페이지 : http://www.koteso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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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용언어학회
주제 :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Korea : Past, Present and Future
일시 : 2003년 12월 6일
장소 : 성균관대
홈페이지 : http://www.al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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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평가학회 제6회 국제학술
대회
주제 : Interface Between English
Language Testing Teaching
일시 : 2003년 9월 26일-27일
장소 : 국제영대학원대학교
문의 : shim@sookmyung.ac.kr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 미디어테크놀러지의발전과외국어교육: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일시 : 2003년 10월 11일 (토)
장소 : 서울 동덕여대
홈페이지 : http://www.kamall.or.kr/

Asia TEFL
International Conference
주제 : TEFL in Asia: Emerging Issues
일시 : 2003년 11월 7일-9일
장소 : 부산 농심호텔
홈페이지 : http://www.asiatefl.org/

국제영어교육박람회
일시 : 2003년 11월 13일-16일
장소 : 서울 코엑스(COEX)
홈페이지:http://www.englishexpo.co.kr/

제3회 재미있는
어린이 영어박람회
일시 : 2004년 1월 15-18일
장소 : 서울 코엑스(COEX)
홈페이지: http://www.expoengl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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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교과과정

IGSE교과과정
■ 배출 인재상
국제영어대학원은 기필코 다음과 같은 인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 Native speaker와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에 능통한 사람
—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각종 학교와 영어교육관련 기관에서 영어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 영어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응용할 수 있는 사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판되고 있는 영어 교재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
— 각종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영어 교재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사람

■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원칙
본 대학원의 교육 과정은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문 과정과 비논문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논문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필수과목 36학점, 선택과목 9학점, 논문연구 6학점의 총 5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비논문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필수 과목 36학점, 선택 과목 15 학점의 총 5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단, 영어교재
개발학과의 학생이 비논문 과정을 선택할 경우에는 선택과목 15점에 교육자료 제작실습 6학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해야 한다.

■ 교과목 해설
공통필수
영어학과 영어교육/ 영어교사를 위한 음성학/ 영어 교수의 원리/ 영어교재론/ 영어 평가론/ 교육 영문법/ 영어 회화
1, 2, 3, 4/ 영어 작문 1, 2, 3, 4
영어지도학과
언어 습득론/ 영어교수 방법론/ 컴퓨터를 활용한 영어지도/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지도/ 기초 통계/ 영어지도 실습
1, 2/ 연구 방법론/ 영미 문화의 이해/ 영어 듣기 및 말하기 지도의 이론과 실제/ 영어 읽기 및 쓰기 지도의 이론과
실제/ 영한대조 분석론/ 해외 전공 연수
영어교재개발학과
교재분석 및 개발 1, 2/ 저작 도구 활용법/ 교육멀티미디어 설계의 원리/ 멀티미디어 교재 개발/ 인터넷 컨텐츠 개발
세미나/ 영어교육방송 제작 및 활용/ 교육프로그래밍 기초/ 사전 개발 및 활용/ 전산 편집과 그래픽/ 교육자료 제작
및 실습/ 해외 전공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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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이 앞으로의 백년을 말해 줍니다.”

MEET IGSE 2003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개교 1주년 기념 행사
● 기 간: October 10 (Fri) - October 20 (Mon)
● 장 소: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IGSE)

Schedule
Date
Oct. 10 (Fri)

Event
Lecture I (5:00-6:00pm)
-Jack Richard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IGSE Colloquium (3:00-5:30pm)
- Jack Richard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Oct. 11 (Sat)

- Hyun-Sook Chung (IGSE)

Open House

- Eric Prochaska (IGSE)
Reception (6:00-8:00pm)
Oct. 13 (Mon) - 16(Thu)

Open House
워크샵 (3:00-5:00pm)

Oct. 17 (Fri)

- 정영국 (IGSE)
- 김영우 (IGSE)
영어교육 전문가 모임 (5:00-7:00pm)
Lecture II (10:30am-12:00pm, 2:00-3:30pm)

Oct. 20 (Mon)

- Brian Tomlinson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
IGSE Party (5:00-7:00pm)

Lecture 1 (Jack Richards): What Makes an Effective Language Lesson?
IGSE Colloquium
Jack Richards: Teaching Conversational Competence
Hyun-Sook Chung: Tutoring in the Primary School
Eric Prochaska: Perspectives on Teaching English Writing in Korea
워크샵
정영국: 영어학습자를 위한 전자사전 (CD-ROM) 비교 분석
김영우: 영어교육 전문가 직업 세계
Lecture 2 (Brian Tomlinson)
Topic 1: Current Trends in Research on EFL Materials
Topic 2: How to Develop Effective EFL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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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생 모집
“저는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출신입니다.”
이 한 마디면 영어교육 전문가로 통합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

학과 : 영어지도학과, 영어교재개발학과
과정 : 석사학위과정
정원 : 50명
원서 교부 : 2004년 6월 2일(월) ~ 6월 14일(토)

모집 일정

원서 접수 : 2004년 6월 11일(금) ~ 6월 12일(토)
전형 일정 : 2004년 6월 19일(토) ~ 6월 27일(일)

전원 4학기 전액 장학금 지급

특전

재학 중 해외 전공 연수(연수 비용 지원)
전학기 1주당 10시간의 영어회화 및 작문 수업(총 600시간)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2002. 5. 3.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설립인가
■ 2002. 9. 2. 개교(제1기 신입생 입학)
■ 2003. 9. 1. 제2기 신입생 입학

www.igse.ac.kr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49-11 (�13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