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잘하는 영어교육 전문가, 당신의 바람이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2006학년도 가을학기

대학원 전액 장학생 모집
1. 모집 학과 및 인원 (일반전형)
계열

학과

모집인원

비고

인문 사회 계열

영어지도학과
영어교재개발학과

석사과정 50명

전학기 전원 장학생

2. 특전 및 학위과정 특징
(1) 전원에게 4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 지급
(2) 재학 기간 중 해외 전공 연수 지원
(3) 재학 시 성적이 뛰어나게 우수한 학생은 졸업 후 해외 유명 대학에 박사과정 유학 시 적극 지원 예정
(4) 매학기 주당 10시간의 영어회화(3학점)와 영어작문(3학점) 수강

3. 지원자격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06년 8월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4. 전형일정
(1) 원서접수 : 2006년 5월 15일(월)~5월 20일(토)
(2) 2차 전형 : 2006년 6월 3일~6월 4일(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인터넷 문의 : www.igse.ac.kr / 입학 희망자 게시판
■ 입학상담전화 : 080-804-0505(수신자 부담) 대표전화 : (02) 647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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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Special

일본 규슈(九州)의 온천 도시인 벳푸(別府)에 APU란 약칭으로 불리는 대학이 있다. APU는 Asia Pacific University를 줄인
말인데, 이름에 걸맞게 4,000명의 학생 가운데 1,500명이 70여 국가에서 유학 온 외국 학생이고, 이 1,500명 가운데 400여명이
한국 학생이다.
이 대학이 지난 11월에‘아시아에서 영어교육’
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주최했는데, 한국과 미국(Hawaii), 태국, 월남, 중국
그리고 대만의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초청을 받았다. 한국에서 초청을 받은 곳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와 대원외고였다.
일본에서 이 심포지엄을 주관하는 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수많은 대학 가운데서 특히 우리 대학이 초청되었
느냐고 물었더니, English Today에 실린 우리 대학에 관한 기사(AGORA Vol.2, No.2 참조)와 인터넷에 나오는 우리
대학의 운영 실태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란 것이 그분의 답이었다.
그런 연유도 있고 해서, 나는 이 심포지엄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화두를 열어, 한국의 다른 대학과 차별화가 될 만한 IGSE의
특징을 개진했었다.

.... IGSE is a very small school with just 100 students. It is very young. It was founded and
opened three years ago. Very small and very young as it is,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IGSE if
I may say so, and the following may be worth mentioning. I hope you please understand that my
account of IGSE is not just the advertisement of our school, but it reveals some aspects of what’
s
going on in Korea concerning the teaching of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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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제 영어교육 심포지엄〉

내가 언급한 IGSE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IGSE는 모 영어교재 출판사가 영어교재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학교로
2년 동안 모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2) IGSE는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이론과 실용성의 합리적인 접목을 추구하며, 학생들에게 영어의 말하기/
듣기/쓰기의 강 훈련을 시킨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언어의 기능(skills)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대학원은
우리나라에는 IGSE 외에는 하나도 없다.
(3) IGSE의 학생들은 영어교육에 있어서는 유치원으로부터 초·중·고 및 대학 그리고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재개발에 있어서는 언어의 4기능의 교육자료 제작은 물론 시장에 나와 있는 각종 교재의 분석과 비판 그리고
영어마을의 설계와 운용 등에 이르기까지 그 관심 분야가 아주 다양하다.
내가 조목조목 설명한 IGSE의 특색이 일본의 각지에서 모여든 영어교육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우리 대학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이 대견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학은 작년 9월에 미국의 Hawaii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영국의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에도 매년 영어교재개발학과 학생들을 연수로 보내는데 그 학생들은 연수를 마친 다음 영국의 유수한 출판사
도 방문하는지라, 미국과 영국에도 그 존재가 꽤 알려져 있다. 재작년에는 우리 대학 교수 몇 분과 재학생이 중국에 가서
그 곳 초·중등학교 영어 교사들에게 연수를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APU의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만 사범
대학의 한 교수는 알고 보니 3년 전에 우리 대학에서 주관을 했던‘아시아 평가학회’
에 대만 대표로 참가한 분이었다.
설립된 지 아직 4년이 안되지만 우리 대학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란 명칭에 알맞은 학교로 착실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국제’
란 이름을 붙이기에는 IGSE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학은 국제
영어대학원대학교란 이름에 더욱 걸맞게 발전을 거듭할 것인가?
다음은 그런 방도의 일단이다.
1) 지난 3년 6개월 동안 IGSE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어교육 전문가와 학자를 해외에서 초빙해서 월례특강을
해왔다. 이와 같은 특강은 앞으로 더욱 충실을 기하면서 계속해 나갈 것이다.
2) IGSE는 영어로 강의하는 전공과목의 수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영어로 강의하는 전공과목의 수는 앞으로
더욱 늘릴 것이다.
3) 나는 70여 국가에서 온 1,500명의 외국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APU를 둘러보면서 우리 대학에도 외국 학생이
조금은 끼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IGSE가 제공하는 전공과목의 영어강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은 우선 학생들의 영어사용의 일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외국 학생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제 3자들에게‘영어교육을 전공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에 꼭 갈 필요가 있나? IGSE에
가면 그만인데’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4) 그런데 우리 대학이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란 이름에 걸맞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학생들이
영어를 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 교수진이 그들을 영어의 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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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GSE의 미래

IGSE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영어를 잘하는 영어교육 전문가
2002년 5월 3일은 혁제재단이 제출한 국제영어대학원대학
교 설립 신청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식적으로 인가한 날
이다. 인가 사항은 영어지도학과와 영어교재개발학과의
2개 학과에 전체 정원이 100명인‘초 미니급’대학원대학
교였다. 이 인원수는 국내에서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영어교육에만 전
념하는 전문대학원이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본교에서는 이날을 기려서 개교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설립 인가가 나자마자 1년 전부터 학교 설립을 위해 활동을
하던 개교 준비 위원회는 신입생 모집과 개학 준비 업무에
전념하게 되었다. 같은 해 7월 10일에 올림픽 파크텔에서
500여명의 국내 영어교육 관련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초대
문용 총장의 취임식에 이어 한국인 교수 3명과 외국인 교수
3명의 임용이 있었다.
드디어 2002년 9월 2일 신입생 52명(외국인 2명 포함)으
로 제1회 입학식을 거행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본교
의 첫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21일에는
현대영어사와 그 자회사들의 협조로 한미빌딩 3개 층에 영
어교육 전문 도서관으로 당당한 위용을 갖춘 본교 도서관
을 개관했다.

교육 목표
본교는 교육 목표를‘영어를 잘하는 영어교육 전문가’배출
에 두고 있다. 이 말은 영어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제3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뭔가 잘못된 말처럼 들릴 수도 있
을 것이다.‘영어교육 전문가’
라면 모두가‘영어를 잘하는
것’
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 땅의 현 실정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해결책을 찾아가자는 것
이 본교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다. 이 땅에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영어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못지않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인재 배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개교와 동시에 내세운 이러한 교육목표를 한걸음 한걸음 실
천하고자 다양한 면에서 힘을 기울여 왔다. 본교는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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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서는 국내의 여타 대학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
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 교수들이 가
르치는 매주 10시간의 영어작문과 영어회화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학기가 올라 갈수록 영어로 진행하는 전
공과목의 수를 점차 늘려 가고 있다. 이러한 본교의 교육목
표와 교과과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
과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 한 예로, 매년 신입생 모집에 국
내외에서 이미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상당수 지원하
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지원자들도 몇
사람씩 있으며, 현재 재학생 중에는 모 대학의 외국어 관련
학과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혹은 외국에
유학을 가 있으면서 지원해서 유학 도중에 본교의 신입생으
로 귀국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육 활동
대부분의 재학생이 본교의 교육목표에 공감하며, 이런 목표
를 달성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목표와 일치한
다고 여긴다. 학생들은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주당 10시간
의 정규 과목 시간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개인 활동 또
는 소집단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끼리 교내의 일정한
지역을 영어 전용 구역(English Zone)으로 정해서 서로 영
어로만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다. 또한 매주 영화를 함께 보
고 토론하는 영화 동호회 등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어떤 학생은 밤늦은 시간까지 강의실에 혼자 남아서
영어로 뭔가를 목청껏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한다.
‘영어교육 전문가’
는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
다. 영어 구사력 못지않게 영어교육의 연구 동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공 지식도 있어야 한다. 이
와 같이‘영어를 잘하는 영어교육 전문가’
를 배출하기 위해
서 본교에서는 다른 대학원 석사 과정 이수학점의 2배가 넘
는 최소 63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 중에
는 이것마저도 성이 차지 않아서 몇 과목씩은 초과해서 이
수하거나 담당교수를 졸라서 청강을 하기도 한다. 그 결과
2년 동안에 심지어는 80학점 전후로 이수하는 학생들이 있
기도 하다. 스스로들‘지독하게 공부시키는 학교’
라고 부
르면서, 또한 외부에서 이렇게 평하는 데 대해서는 무척 자
랑스러워한다.

IGSE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학위수여식〉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TTI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이 곳에
서 연수를 받은 교사는 15,000여명이 되며, 현재도 매년
1,500명 가량이 연수를 받고 있다.

IGSE의 내일
〈 해외전공연수〉

재학생·졸업생 활동
이렇게 학교와 학생들이 힘을 함께 모은 결과로 지난 4년
동안 본교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에
서 연구 발표를 하는 사례가 매년 거의 20여회 정도 되며,
현재까지 전국 규모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도 20여 편이나
된다. 또한 영어교육 관련 학술서에 글을 싣거나 단행본을
내기도 한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의 제1기 37명의 졸업식이 2004년 8
월 25일에 있었으며, 현재까지 2기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졸업생들은 영어를 가르치는 현장이나, 영어 교재 개발 분야
에서 보다 나은 영어교육을 위해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열
심히 일하고 있다. 2년 동안 교직을 휴직하고 본교에서 강훈
련을 받고 복직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영어 구사력
과 교수 방법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학생들 앞에 서게 된 데 대해 크게 만족스러워 한다.

금년 5월 3일에 개교 4주년을 맞는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는 앞으로 그 이름에 걸맞은‘국제적인 대학’
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 거의 모든 국민이 영어교육으로 인해서 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겪고 있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빼어난 영어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국제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자 한다.
한편으로는 이 땅에 보다 바람직한 영어교육을 위해 고민하
는 많은 사람들과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추
구할 수 있는 논의의 장도 마련하고자 한다. 아직 채 2기 밖
에 안 되는 본교 졸업생들로부터 벌써부터 영어교육에 대한
현장의 경험과 본교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자는 요청이 있으므로 이런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지독하게 공부시키고, 공부하는’본교에서는 개교기념일
인 5월 3일에도‘영어를 잘하는 영어교육 전문가’
를 향해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정상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졸업생들의 자체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현재 자신이 맡아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며, 직장을 옮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으로는 외부에서 본교 졸업생을 추천해 달라는 의뢰가 점점
늘고 있지만, 아직은 외부의 요청에 화답할 수 있을 만큼 충
분한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본교에서는 정규 석사 과정 외에 현직 교사들을 위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도 운용하고 있다. 이미 현직 교사들에게 잘
알려진 TTI(국제교사교육원)가 2005년부터 본교로 옮겨와
부설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TTI에서는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60시간에 이르는 다양한 현장 중심의 교사 교육 프

월례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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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IGSE

▲ 월간조선 2004년 9월호

▲ 서울신문 2004년 6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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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2004년 6월 11일자

언론이 본 IGSE

▲ 강동구소식 2004년 9월 24일자
▲ 한국대학신문 2002년 6월 17일자

◀ 한국일보 2005년 5월 23일자

2002년 IGSE 개교 초기에 언론이 관심 있게 다룬
내용은 학생 전원이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영어
교육 전문대학원이라는 점, 주요 교육 목표 중 하나
가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이라는 점, 또 영어교재
개발학과라는 독특한 학과가 개설된다는 점이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2004년부터는 IGSE의 구체적인
교육 및 학술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IGSE가
작지만 빛나는 대학원이라는 점에 더 많은 관심이 쏠
▲ The Korea Herald 2004년 7월 7일자
리게 된다. 세계적인 영어교육 전문 학술지인
English Today 에 IGSE에 관한 내용이 다뤄진 점,
국내 저명 영어교육 관련 학회지에 학생들이 많은 논
문을 게재하고,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발표를 한다는 점, 제1회 졸업생을 2004년 여름에 배출했다는 점, IGSE 부
설 TTI(국제교사교육원)가 한국일보 주최 제3회 한국교육산업대상에서 수상했다는 점, 그리고 학교가 연수비를 지
원하는 해외전공연수에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점 등이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활동이
더욱 구체적으로 소개되기
도 했는데, KBS 라디오의
Good Morning Pops에서
는 영어교재를 분석하여 출
판한 IGSE 학생들을 인터뷰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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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량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IGSE)가 문을 연 지 4년이 되어온다니, 경하합니다. 기억이
라는 것이 묘해서, 어찌 생각하면‘벌써 4년이 되었나?’하는 느낌도 들지만, 또 한
편으로는‘아니, 이제 겨우 4년밖에 안 되었나?’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제 겨우 4
년밖에 안되었나?’하는 느낌은 사실 그간 IGSE가 행한 너무도 많은 찬란한 업적
과 행사들에 대한 기억들이 축적되면서 마치 그런 많은 일들이 아주 오랜 세월에 걸
쳐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 때문에 드는 느낌이라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영어교육계 및 영어교육학계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까지 IGSE가 실천해 온 것을 보면, 존
경하는 문용 총장님의 열정과 창조적 개척정신이 많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 리더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존경
과 치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학생 전액장학금을 제공하며, 학교경영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시는 윤균 이사장님께도 존경을 드립니다.
IGSE가 앞으로 교육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학교의 분교와 원어민 교수/강사들의 대거 유입이 가져올 근본적인 교육
환경 변화를 생각한다면, 더욱 창조적인 개척정신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영어를 잘하는 영어교육전문가
양성’
을 모토로 내세우는 IGSE가 발전하려면, 영어 원어민 교사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배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노력은 국내의 모든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이 해야 하겠지만, IGSE가 바로
그 선봉에서 모범을 보여준다면 좋겠습니다. IGSE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IGSE에
이수진 (영어지도학과 1기 졸업생,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을 이어주는 학술모임이 있었으면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당시 배웠던 많은
이론을 현장에서 접목시키고 있는 졸업생들의 산 경험이야 말로 재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아울러 학교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졸업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연구 활동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학생들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현장에 직접 접목하여 얻은 합동 작품은 질 좋은
연구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동료를 만나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지는 요즘, 영어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IGSE 학술모임 창립을 제안합니다.

김신규 (영어교재개발학과 2기 졸업생, 국제영어교육연구소)
안녕하세요, 졸업생 2기 영어교재개발학과 김신규입니다. 자주 확인은 못하지만 가끔씩 학교 메일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 학교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IGSE인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열정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가르치심, 교직원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협조, 선후배, 동기들의 노력으로 우리 학교가 영어교육 분야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두드러진 점은 재학 중 IGSE인들이 학문적 이론적 지식 습득에서부터 교재를 개발 및 출간하고
웹 사이트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어교재 개발과 영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러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은 차후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배양해서 경쟁력
있는 IGSE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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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에 바란다

이보영(EBY스쿨 언어연구소 소장)
존경하는 IGSE 총장님, 교수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IGSE의 탄생 4주년을 축하
드리는 말씀을 글로나마 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영어를 잘 해보고 싶은 이 땅에 수많은 학습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IGSE의 역사적인 시작을 누구보다 큰 기대와 설레임으로 지켜보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후 몇 차례 IGSE에서 교수님 이하 학생 여러분들을 뵙고 이야
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질 때마다 항상 많은 배움과 깨달음 또한 반성과 책임감을
통감하게 되며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곤 했습니다.
항상 IGSE의 졸업생이 하루 빨리 배출되기를 기다린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지금
저는 IGSE 1기생 몇 분과 가까이서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문용 총장님께서“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러길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거다.”라고 농담하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영어교육가들의 의견과 생각보다 마케터들의 포장과 상술이 더 크게 보여지는 대한민국의 영어교육 현실에서 그만큼
각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학습자를 걱정하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받고 계신 IGSE의 학생
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귀중하고 힘든 일을 훌륭히 해내겠구나 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난 4년 동안 축적되어 온 학교의 저력을 바탕으로 이 땅의 곳곳에서 바르고 효율적인
영어교육에 대한 IGSE의 심지 깊은 교육 의지와 열정이 살아 숨쉬어 우리 모두가 영어공부로 인해 더욱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큰 보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란다

정 현(영어지도학과 4기 재학생)
“영어를 잘 하는 영어교육 전문가, 당신의 바람이자 우리의 목표입니다.”이것은 IGSE의 특성을 단적으로 나타낸
문구이다. 이 문구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영어를 잘하는’교사, 강사, 교재 개발자를 배출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영어를 잘하는 영어교육 전문가’=‘당신의 바람이자 우리의 목표’
에서 우리의 바람은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영어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기존에는 부족했던 무언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영어교육 전문가’
이다.
IGSE의 인재상 중 하나가‘영어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응용할 수 있는 사람’
이다. 여기서 우리는‘영어를 잘하는’
이 담고 있는 본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
다면 이제 IGSE를 대표하는 문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영어를 잘하고 영어교육 이론과 실제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바람과 목표를 충족시켜 주는 영어교육 전문가. 이런 영어교육 전문가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IGSE는 4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목표의 상당 부분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더 체계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우리의 목표’
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IGSE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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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내용
❶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배경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의 학급 중심 수업 운영 체제로는 재이수가 불가능하고 유급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정서적
거부감이 심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인 성취기준 미달자에 대한 유급 제도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영어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전체 학생이 3학년에서 10학년에 이르기까지 도달할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그 교육과정 문서에 심화 단계의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의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심화 단계의 내용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습 내용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었다. 즉, 학습 내용의 주요 목표인 성취 기준의 일관성,
연계성 및 위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난이도 측면에서도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하였다.
넷째, 그간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내지 쟁점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❷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내용
제7차 교육과정 시행 이래 축적된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 및 현장 적용 실태
분석 결과 및 쟁점 사항에 대한 교육과정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 여건에 맞는 효율적이고 바
람직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현재 개정시안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우선 2005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시안을 중심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주요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과 성격·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 목표언어(target language)로서의 영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고찰하고, 시대적 동향을
반영하여 영어 교과의 성격과 목표를 재설정한다. 영어과 교육 목표를 총괄 목표 아래 학교 급별
목표를 따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내용 조정 및 개선 방안으로 초등영어에서 문자 언어의 도입
시기를 한 학기 정도 앞당기고, 목표에 제시된 문화 부분을 소재에서 세분화하여 강조한다.‘의사
소통 기능과 예시문’
을 재조정하고‘기본 어휘표’
와 어휘지침을 개선한다. 현행 성취 기준의 현장
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교육내용 적정성 차원에서 그 난이도를 조정한다. 특히 말하기, 쓰기 등
표현기능의 성취기준의 수준을 하향조정한다.
2005년에 수행된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에 대하여 금년에는 학교 적합성 검토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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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연장선상에 있는 선택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와,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후속 조처로 이루어질 교과서 개발 및 검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로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바탕 위에, 고등학교 선
택 교육과정의 과목을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수준별 수업과 연계하여 설정하고, 각 과목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 선택과목 체제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론의 개정 방향과
연계한다.
둘째, 영어과 선택 과목 편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선택 과목명
과 성격, 범위 및 수준, 선택 과목 상호 간의 위계, 선택 과목의 내용 체계 및 구조, 선택 과목 성
취 기준의 위계 및 연계성, 선택 과목 교육 내용의 제시 방식 등을 연구한다.
셋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해설서 기초연구와 함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연구로
2005년에 개발된 영어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바탕으로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
의점 및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아울러 교과용 도서 편찬의 기본
방향 수립, 교과용 도서 분석 자료 검토 및 개선안 제시,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의 적절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의 적절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교과용 도서의 외
형적 체제 개선안 제시 등을 연구한다.

❸ 마치면서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공교육으로서의 영어교육의 역할 정립과 학생들이 미래에 필수적
으로 갖추어야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과업이
라고 할 수 있다.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개정 작업 및 그 후속 작업 과정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구진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고견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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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Perspective on
Language Teaching
Teachers change. My favorite teachers, the ones from whom
I’
ve learned the most, taught because they loved to learn and
inspire others. They shared a passion for discovery and
exploration. Ultimately, they taught me that a good teacher
should constantly be updating her or his knowledge, further
developing old skills, and never becoming content with status
quo.
In this article, I explore a change in my perspective on
language teaching that stems from SLA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efforts to learn Korean language, and
reflections on past teaching experiences.

Old Perspective
Douglas Margolis
(Professor, Dept. of ELT
Materials Development)

Prior to commencing studies in Hawaii, I had been teaching
at the university level in Korea. For the most part, my
university students possessed declarative knowledge but not
procedural knowledge. Although learners had memorized
long lists of words and grammar forms, they couldn’
t use this
knowledge when needed for natural communications.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ir previous experiences, students
appeared too focused on accuracy and errors, with too little
tolerance of ambiguity.
For these reasons, 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sing
language, relaxing, and producing output. Grammar seemed
best to avoid or give only in the smallest of doses. Even
vocabulary explanations felt like a waste of time when they
consumed too much of a classroom agenda. A number of
these foci proved worthwhile to students but I nevertheless
couldn’
t escape discomfort from having only scant evidence
of student progress.

Trembling Foundations
In Korea I had studied Korean language as a second language
student, but when I moved to Hawaii, Korean was taught as a
foreign language, in parallel to how English is taught here.
My first teacher taught me for two semesters in a row. The
first semester she followed a fairly strict PPP approach. The
classes were demanding. Yet she was well-organized,
thoughtful, and she kept the motivated students busy.
Second semester she changed. I guess she had studied
methodology.
She replaced her PPP approach with a task-based
communicative method aiming to evoke student output,
much like how I had taught English in Korea. The class felt
less organized, less demanding, and less motivating. A bad
feeling sunk in as I couldn’
t help but compare the class with
my own teaching. Although she may have been implementing
the method poorly, I had to question the theory. She was the
same high quality teacher, only a different theory in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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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practice. The class became frustrating and I lost a lot
of motivation for studying Korean.
Nevertheless, I tried a third course, one taught by a
professor welll--trained in linguistics. His approach was
to intensively focus on every word and structure in a
reading passage and provide metalinguistic explanation.
Even though we learned a lot of interesting tidbits about
Korean language, I doubt that my ability to communicate
in Korean, my goal, improved.
My best experience was a writing course. The teacher
came well--organized with three or four communicative
activities for practicing writing every class. She gave
lots of assignments, tests, and feedback. The textbook,
however, was very frustrating. Each chapter included
several pages of vocabulary words (about 100 words per
chapter) and several pages of grammar forms. The
deluge of lexical items and grammar forms frustrated
and overwhelmed my senses, inhibiting me from
mastering any.
At the same time as I fruitlessly studied Korean,
I studi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which
emphasized, rather than output practice and
metalinguistic explanation, the importance of input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ork by many theorists
and researchers suggest that teachers cannot control or
alter the natural internal syllabi of the learner (cf.,
Skehan, 1996, for example). Instead, Day and Bamford’
s
(1998) extensive reading approach and Krashen ’
s
(2002) comprehension hypothesis suggest that massive
doses of input (VanPatten & Cadierno, 1993a 1993b
VanPatten, 2002), particularly negotiation of meaning
that leads to clarification, paraphrasing, summarizing,
and elaboration, increases student intake and contributes
to progression of the internal syllabus.
If so, then I needed to change my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New Perspective
I think my analysis of Korean learners was fairly
accurate. However, I mistook their large training in
grammar and vocabulary for input. Grammar and
vocabulary explanations do not constitute input. They
are meta--talk. They are‘ outside ’language interactions
that can aid the cause of awareness and attention to
form, but they are not exposure to meaningful
communicative use of language. Consequently, without
the appropriate quantity of meaningful communicative
input, students cannot advance in their productive
communicative abilities in any meaningful way. Sure

they will develop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tactics
for negotiating meaning, but without proper quantities
of input, this interaction will only produce trivial
language acquisition benefits.
This viewpoint suggests to me that English teaching in
Korea needs to increase input--meaningful, comprehensible,
language communication, set at the i, the i-1 and the i+1
levels; any input, so long as it motivates students to
continue accessing and experiencing additional target
language texts, both oral and written. Further, teachers
should help students select appropriate texts, process
input, and notice one or two forms per text without
expectation of productive use of the forms. The priority
should be on obtaining a high quantity of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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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을 가르쳐야 하나요?

십여 년 전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배정된 중학교의 지도교사는 영어수업 시간에 문법을 가르
치지 말라고 하였다. 물론 문법용어의 사용도 금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6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문법에 치중한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다.

내심 무척 당황하며, 학생들에게 본동사의‘do’
와 조동사의‘do’
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고민이
앞섰다.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보면‘What do you do?’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앞의‘do’
와 뒤에 쓰인
‘do’
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따지지 말고 그냥 통째로 외우라고 할 것인가? 끊임없는
의문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실습 기간이 4주에 불과했으므로 의문만 간직한 채 학업으로 되돌아 왔다.
과연 영문법 학습은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것일까?
그 때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2006년 3월에 나름대로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 62명(초등학교 교사 34명, 중학교 교사 16명, 고등학교 교사 12명), 영어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52명과 학부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영문법의 효용성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에 응한 교사의 평균 교사경력은 8.64년이었고, 대학원생, 학부생의 영어를 가르쳐본 경험은 평균이
각각 3.78년, 0.94년이었다.
설문지 문항은 영문법을 가
르칠 필요성, 효과적인 영
문법 교수법, 영문법의 효
용성 등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밖에
영문법 교육의 적절한 도입
시기 및 영문법 교육의 문
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문
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문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영문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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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영어지도학과 교수)

중·고교시절에 배운 영문법 지식이 영어 사용에 도움이 되는가?

설문지 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75%가 영문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초등교사 58.8%, 중학교
교사 93.8%,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 100%가 영문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영문법을 언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일치하게 대학원생과 학부생에게 영문법을 언제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물어 보았는데, 중학교 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한 학생 수가 57.8%에 달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시작해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33.3%였다.
눈길을 끄는 결과는, 교사의 경우 영문법을 가르치는 것을 그다지 즐기지는 않지만 영문법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는 것이다. 또한 대학원생이나 학부생 역시 중·고등학교 때 영문법을 배우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는 않았지만, 현재 영어를
사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영문법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영문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즐겁
고 재미 있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영문법에 접근해야 하는 것일까?
응답자의 약 70%가 지금까지의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으로 단순히 문법규칙을 암기만 하고 이를 말하기나 쓰기 등의 활동
으로 연결시키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한 응답자의 약 60%가 예문을 제시한 후에 학습자가 문법 규칙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인 영문법 학습법이라고 답하였다.
짧은 조사에서 시사하는 바는, 현재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공교육 교사나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미래의 영어교
사 모두 영문법을 가르칠(혹은 배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영문법 교육이 주로 문법 규칙의 암기에 그쳤다
면, 앞으로의 영문법 교육은 배운 규칙을 말하기나 쓰기 활동으로 연결시키는‘살아 있는’영문법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주된 과제라 하겠다.
풀 타임(full time)을 소화할 기초 체력이 모든 스포츠 선수에 요구되고, 탄탄한 데생(dessin) 실력이 온갖 장르(genre)의 미술
교육의 출발이듯이, 외국어로 배우는 영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도‘영문법’
이란 디딤돌이 올바른 위치에 놓
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sook@igse.ac.kr

편집자 주: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에서는 올 가을에 영어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효과적인 영문법 교육 및 학습과 관련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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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캠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2006년 3월 9일 오후,

캠프 기간은 2주 미만이 많았다. 교육청 주최의

영어캠프에 관심 있는 IGSEan들과 IGSEan으로

한 영어캠프에서 교사들에게 인터뷰한 결과, 캠프

서 영어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도교사와 운

기간으로는 2주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영진을 중심으로 본교에서 제 1회 영어캠프 간담

는 캠프장 내에서의 생활 상담 문제, 영어 프로그

회를 열었다. 교수님들 이하 졸업생 1기부터 재학

램 문제, 그리고 캠프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적응

생 4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 영어캠프를 중심으로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캠프 기간은 교

올바른 영어교육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다

육적인 효과와 함께 연수 운영의 세부사항을 함께

음은 영어캠프 보고서와 간담회를 바탕으로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GSEan들이 참가했던 12개의 다양한 영어캠프
캠프대상

자료를 정리해 본 것이다.
영어캠프의 시기를 살펴보면, 캠프는 주로 여름방

성인 (17%)

초등 (25%)

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주체는 다음
두 종류로 분류되었다.
1) 전문 업체가 대학 또는 정부기관과 연계해서
운영
2) 교육청이 직접 주관

2)의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자층 자녀

캠프 대상으로는 초등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층을

들에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루고 있었으나, 주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을 모

교육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었으나, 다만 이

두 포함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입시의

자녀들의 참여비율을 5~10%로 제한하고 있었다.

부담감이 적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의 수요가

다음은 영어캠프의 기간, 대상, 규모 및 운영 형태
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3주 이상 (25%)

2~3주 (25%)

많은 것으로 보이며, 연령층을 고려한 맞춤형의 전
문화된 영어캠프가 아직까지 잘 개발되지 못한 면
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캠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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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16%)

초등~중등 (42%)

캠프규모(학생수)
2주 미만 (50%)

200명 이상 (42%)

100명 미만 (17%)

100~200명 사이 (41%)

김지현, 이경희(영어교재개발학과 3기)

캠프 학생수는 50명부터 500명까지 다양한 규모
로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200명 정도였다. 캠프에
따라 10명에서 25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5명인 경우
보조강사 두 명이 투입되어 지도교사를 보조해 주
었다. 그러나 한 반에 20명 이상이 함께 공부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보조교사들이 지원하여 학습
에 뒤쳐지는 학생들을 도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캠프운영형태
통학 (25%)

숙식 (75%)

캠프는 숙식이나 통학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집에서 캠프장으로 통학하는 운영 형태가 증
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연수비 및 캠프
적응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중
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 집을 떠나 생활하는 숙식
의 형태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IGSEan들이 참가했던 다양한 영어
캠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간담회를 통해서
IGSEan들 서로가 영어 캠프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 및 영어 지도에 힘쓰
도록 노력해야 하며, 영어캠프를 평가하는 실질적
인 기관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우리
는 IGSEan들로서 영어지도학과와 영어교재개발
학과가 협력하여 학생 중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을 가지고 영어캠프를 운영할 날을 꿈꿔본다.

다음은 영어캠프 운영자와 자녀를 캠프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의
관점에서 만들어 본 영어캠프에 관한 점검 목록이다.

영어캠프 운영자
1. 학생수와 비교하여 강사 및 보조강사 수가 적당한가?
2. 캠프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었는가?
3. 학생들의 신체 조건을 고려한 의자, 책상 및 안전사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
4. 하루 일정 및 전체 일정을 기획하였는가?
5. 강사 채용 모집 공고 및 강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
6. 보조 강사에게 학생들을 위한 안전 교육과 생활 지도 교육을 했는가?
7. 교재가 캠프의 목적과 학생 수준에 맞게 선택되었는가?
8. 캠프 시작 전, 언어 4기능을 골고루 평가한 레벨테스트를 수행
했는가?
9. 캠프 기간 및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가?
(예 : 벼룩시장, 요리 등 외국문화 체험)
10. 캠프 시작 전에 출판사를 통한 교재 사용 가이드 설명회를 준비
했는가?

학부모
1. 공인된 캠프운영자가 운영하는가?
2. 자녀들의 안전 및 친 영어 환경을 고려한 캠프 장소인가?
3. 캠프 기간과 프로그램을 볼 때 연수비가 합리적인가?
4. 영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활동을 제공하는가?
5. 교사 및 보조강사가 학생 지도에 적합한 자격인지 확인 가능한가?
6.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는가?
7. 캠프 입소 전 레벨테스트가 시행되며, 언어 4기능을 모두 평가하는가?
8. 자녀의 캠프생활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 교사가 있으며,
자녀의 캠프생활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제공되는가?
9.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10. 자녀의 수준에 적합한 교재로 수업하는가?

mj3sk@igse.ac.kr/coolady@igs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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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강좌 소개

Curriculum Design
“You have a master’s degree in TESOL. Then, would you design a good
curriculum for our language institute?”
“Well... I am sorry but I haven’t learned how to design
a language curriculum.”

What would you do if you are in the same situation above? It may happen to YOU.
Do you enjoy riding a roller coaster? Yes or No? Well, I am not a thrill seeker but I enjoy taking a roller coaster
every week. Welcome aboard! Are you ready to get a thrill of the hunt with me? Am I going to any amusement
park to take a roller-coaster ride? Well... nope because I take a roller-coaster ride at IGSE.
I am teaching a course entitled as ‘Curriculum Design’ for the second-year IGSE students. The analogy I made to
the roller-coaster ride tells you how I feel when preparing for the course. I greatly enjoy teaching the Curriculum
Design course, although it is something of a roller coaster, as I am trying to anticipate all of the stakeholders’
needs as well as my students’ needs and do the extensive reading and research to meet them in a satisfactory way.
Most of the IGSE students, when they leave the school, will engage themselves in a teaching position at a public
or private language school and develop themselves as English language teaching (ELT) professionals.
As Olshtain (1986) stated, during their careers, many of the IGSE graduates will find themselves asked to do
non-teaching assignments like the designing, planning or developing of courses and curricula. Any attempts will
backfire without specialized background and proper training, which is often ignored or at least overlooked in
many university programs both in and outside of Korea. Recognizing that teachers are often involved in planning
and developing courses as part of their responsibilities, I created the course to help our IGSEans to play a leading
role as English language professionals wherever they will be.
Designing an ELT curriculum has many components to consider: needs assessment for determining which
knowledge and skills the students should acquire, the formulation of goals and objectives, the design of the
instructional program, the development of learning materials and delivery systems as well as the construction of
learning task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and the evaluation of the outcomes of learning.
I believe that teachers are the best people to design the courses they teach, to design overall curricula of a
language school where they work and even to administrate a language school as a program administrator or an
owner. That’s why I try to help my students in the course to wear lens for curriculum designers, coordinators,
language program administrators, language school owners as well as classroom teachers. I recognized that in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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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gsu Park
(Professor, Dep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course, it is not possible to cover everything related to designing ELT curriculum but key stages in the curriculum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es are examined: needs analysis, situational analysis, the formulation of goals and
objectives, syllabus design, materials design, language program organization design, faculty development
planning and language program financial planning. Still more, factors necessary for setting up one’s own
language school such as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a language institute, faculty employment, management
and marketing are touched even though these require considerably more attention than could be examined within
the confines of the course.
Since curriculum design is a participatory process involving many stakeholders and a painstakingly nevercomplete process requiring much discussion and collaboration, half of a class time is allocated to group work
activities. As curriculum design is a grounded process, students design their curriculum for a specific group of
target students in a specific setting. We have five different groups working as curriculum designing professional
teams: Kids, Secondary schoolers, Business people, English for Non-specific Purposes and Teachers. Students in
each group are encouraged to go outside of classrooms to conduct needs analysis and do benchmarking in order
to learn from other existing successful or unsuccessful language programs.
Finally, while the course is meant to provide students with theoretical underpinnings and opportunities to
circulate the circular curriculum design processes, there is an important caveat to consider. This course is neither
comprehensive, prescriptive, perfect, nor the last word though each step students and I make through the course is
a cornerstone of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ELT curricula. I hope that each and every step we make through
the course will help our IGSE students to display their competence, confidence and capabilities as all-round
players with good calibre in the ELT field.
myongsu@igs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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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TTI

TTI 초등영어교수법 과정 소개

TTI 초등영어교수법 과정(FTE, Fundamentals of TEFL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은 총 4개 과정
(FTE-I, II, III, IV)으로 구성된 64시간(각 과정 16시간)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교육청 직무연수 과정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FTE 과정은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사용된 주제, 어휘들을 phonics와 부합시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파닉스 교수법과 TPR 이론 및 내용 중심, 의사소통 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초등 학습자들의 듣기,
말하기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또한 EFL 환경에서의 읽기 지도
의 이론적 흐름과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읽기전-읽기중-읽기후 활동의 전략적 읽기 지도 방법을 소개하고 최근
의 EFL 교수 방법의 흐름인 content-based language teaching의 교수방법을 소개하는 과정입니다.

FTE-I

FTE-II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사용된 주제, 어휘들을 파닉스와
부합시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파닉스 교수법을 소개하
고 초등영어교실에 활용 가능한 파닉스 활동을 소개하는 과정
이다.

TPR (Total Physical Response) 이론 및 내용 중심,
의사소통 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초등 학습자들의 말하기,
듣기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과정이다.

1. Introduction to Phonics
2. Phonemic Awareness
3. 3rd Grade Phonics
4. 4th Grade Phonics
5. 5th Grade Phonics
6. Physical Phonics
7. English Spelling Patterns & Rhythm
8. Phonics Games

1. Developing Children’
s Listening and Speaking
2. Teaching English Vocabulary to Children
3. How Children Learn at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4. Communicative Activities in the Classroom (1)
5. Communicative Activities in the Classroom (2)
6. Using Songs & Chants
7. Dramatic Activities in EFL Classroom
8. Integrating Arts & Literature in EFL Classroom

FTE-III

FTE-IV

초등학교 영어교과과정을 바탕으로 읽기 지도의 방법 및
활동을 소개하는 과정으로 EFL 환경에서의 읽기 지도의 이
론적 흐름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활동을 소개한다.

초등영어 기초 쓰기 지도의 방향과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
최근의 EFL 교수 방법의 흐름인 content-based language
teaching의 교수방법을 소개한다.

1. Introduction to Reading
2. Sight Words & Sight Word Stories
3. Storytelling (1)
4. Storytelling (2)
5. Skills for Beginning Reading
6. How to Use a Big Book
7. 5th and 6th Grade Reading
8. Reading Activities

1. Beginning Writing
2. English in Science (1)
3. English in PE
4. English in Music and Art
5. English in Science (2)
6. English in Social Studies
7. English in Math
8. Cross-Curricular Teaching

이메일 : shenoh@igse.ac.kr / 전화 : (02) 222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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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E Library

도서관 개관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 3월 6일 부터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도서관 개관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기 중 화, 수, 금요일 폐관시간이
기존 6시 30분에서 6시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실시되었던 연장개방은 계속 운영되오니 많은 이용 바
랍니다.
< 도서관 개관시간 안내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학기중

월, 목요일
09:00-21:00
화, 수, 금요일 09:00-18:30

월, 목요일
09:00-21:00
화, 수, 금요일 09:00-18:00

방학중

월 - 금요일

월- 금요일

09:00-16:30

09:00-16:30

일반인 이용자들에게도 비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도서관은 영어교육 관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도서관입니다.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도서관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시려면 영어교육 관계자라는 증명서(공무원증, 재직증명서, 교사자격증 등)를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당일 바로 이용 및 자료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정의 예치금이 있으며, 회원 탈퇴 시
환급해 드립니다.)
그 동안 현직 교사, 학원 강사 등 현장에서 영어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있었으며, 특히 타 대학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많은 이용으로 우리 도서관이 영어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장서의 질적, 양적 수준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도서관은 일반인 이용자들의 참여에 보답하고 이용을 더욱 확대시키고자 기존에 도서 대출에만 한정되었던
것을 비도서 2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일반인 이용자 대출 권수 안내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도 서

3책 14일

3책 14일 (변경 없음)

비도서
(DVD, 카세트·비디오 테이프 등)

대출 불가

2점 7일

앞으로도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도서관은 최고의 영어교육 전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이메일 : library@igse.ac.kr / 전화: (02)6476 -52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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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 IGSEan - 겨울방학 Group Study
’

한지현 (영어교재개발학과 4기)

겨울 방학 Group Study
매일 매일이 기말고사 기간 같던 첫 학기가 끝나고 12월이 되자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겨울방학이 찾아왔다. 방학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무엇
보다 기뻤지만 기쁨을 온전히 즐기기보다는 방학동안 그 동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마음 한구석을 압박하고 있
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도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남은 대학원 생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셨고 그런 부드러운 엄
포 섞인 격려가 아니었더라도 다음 학기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과 열망은 우리 모두를 압박하는 요소였다. 이런 내·외부적 상황 속에서 같이 수
업을 듣던 몇몇 학생들 사이에 스터디 그룹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침 교재론 과목의 기말과제로 본교 1
학년을 위한 겨울방학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해본 것을 참고로 하여 나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모여 각자 가장 개선하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고 스터디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합류의사를 밝혀준 5명의 동료들과 1시간가량 회의를 통해 단어 암기와 영어 토론, 영화를 통한 청취 및 따라 말하기, 저널 쓰기로
큰 틀을 잡았다. 공식적인 방학의 시작은 12월 중순이었지만 과목별 과제 제출 마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방학은 12월 말부터나 시작되는 IGSE만의
특성상 약간의 휴식은 필요하다는 만장일치의 공감대속에 첫 스터디 모임의 시작은 1월 첫째 주로 정했다. 또 성공적인 스터디 진행을 위해서는
엄격한 규칙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모두의 의견에 따라 결석에 대해서는 하루 당 5,000원, 지각은 분당 100원, 저널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편당
1,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 사전 준비 작업으로 했던 다른 한 가지 일은 스터디 카페를 개설하는 일이었다.
스터디 진행 중 공지사항 전달이나 필요한 자료 및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일주일에 세 번씩 자유주제로 저널을 써서 올리고 서로 피드백을 줄 공간
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스터디 시작일로 결정된 1월 4일이 되어 학교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단어 암기와 영화, 토론에 관한 주별 담당자를 정해 첫 모임을 가졌다. 두 번째
모임부터는 일주일에 세 번씩 본관의 빈 강의실에서 단어, 토론, 영화를 대상으로 각 한 시간씩 휴식도 없이 스터디가 진행되었고, 도착하자마자
약 30분간 단어 시험을 보았다. 단어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주제별로 분류된 넥서스의 단어집을 택했는데, 첫 모임에 활용해
보니 전체적인 암기보다는 토론 시 참고자료로 쓰기에 더 적합한 책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이후 같은 출판사의 Word Smart 로 바꾸었다. 출제 방식
은 학기 중 speaking 시간에 했던 방식 그대로 단어와 영어로 된 뜻 연결하기, 영자 신문과 인터넷 등에서 찾은 예문 속에 들어갈 단어 쓰기로 통일
하였다. 단어를 외울 때 한글로 뜻만 간단히 외우는 것 보다 문장 속에서의 쓰임이나 관련 표현을 함께 접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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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토론의 경우 웹상에 토론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이 있
어 주로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신문기사 및 관련 질문
들을 내려 받아 사용했다. 비교적 일상적이고 평이한 주제
를 다루다 보니 간혹 본래의 주제를 벗어나 엉뚱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토론보다는 수다에 가깝게 그 성격이 변질된 적도 많았지
만, 부담 없이 편하게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점에서 무척 만족스러웠다.
오프라인 모임의 마지막 순서인 영화 듣고 따라하기의 경우 전반부에서는 미국 영어와 영시를 접할 수 있는‘죽은 시인의 사회’
를, 후반부에서
는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노팅힐’
을 선택했는데, 이 역시 인터넷을 통해 대본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노트북을 이용해 장면별로
대사를 듣고 한 대사씩 차례로 돌아가며 최대한 영화 속 억양과 발음에 가깝게 흉내 내며 따라 말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사전에 얼마나
많이 대본을 듣고 연습해왔느냐가 관건이 되는 활동인지라 개인차가 가장 많았던 부분이다. 사설학원이나 학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만의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발음이나 억양을 무조건 칭찬해주기보다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단점을 짚어주고 반복을 통해 개선해 나가
도록 해야 보다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저널을 써서 카페에 올리는 과제를 수행했는데, 안타깝게도 스터디 시작 당시 가장 의욕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아쉬움이 남는 활동이 되고 말았다. 스터디 중반까지는 멤버들 모두가 마치 한 편의 에세이를 쓰듯이 양과 질에 있어서
성의 있는 참여를 하였으나, 자유주제를 고수하다 보니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소재의 빈곤에 시달려야 했다.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분량의
글을 쓰려하다 보니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다수의 멤버들이 종반에 가서는 저널 쓰기 자체를 기피하게 되었던 것 같다. 다음 스터디
에서는 편당 단어 수 제한을 두고 글쓰기와 토론 주제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어떤 종류든 그룹 스터디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결성과 진행과정에 있어 참여자들의 열정과 성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학교에 나와 열심히 노력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스터디
결성은 썩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두 번의 방학이 더 남아있는 만큼 첫 방학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방학기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
irene78@igs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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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 IGSEan - 봉사활동
’

남유진(영어지도학과 3기)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로
시기 : 2005년 7월~현재
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장소 : 서울시 강동구청 둔촌2동 동사무소

2005년 7월, 드디어 둔촌동 사무소에서 나의 첫 자원봉사가 시작되었

상 행복해 보여서 이런 아이들을 볼 때면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

다. 초등학생을 처음 가르쳐 보는 터라 난 너무나 긴장되고 떨렸다. 둔

를 즐겁게만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현재는 파

촌동 사무소에 가는 길, 그 짧은 순간 동안에도‘애들이 나를 좋아하지

닉스 교육을 첨가해(매주 10~15분 정도) 아이들이 문자를 보고 차차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을까?’등의 여러 가지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물음들이 나의 머리 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떨리는 마
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 어느덧 8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데는 아이들이 점차 변화
하는 모습이 큰 힘이 되었다. 처음에는 수업 참여에 소극적이고 나의

처음에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터라 수업 관련 내용을 그냥

질문에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주저하던 아이들이“선생님, 저요, 저

프린트해서 나누어 줄까 하는 생각도 했으나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심

요!”하고 서로서로 손을 높이 들고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좀 더 영어

어주기 위해 주 교재를 Longman에서 나온 Backpack Starter로 정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시작한 교실 영어 사용이 그 빛을 발하고 있

하고 수업을 진행했다.

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서히 간단한 표현들을

수업은 교재뿐만 아니라 교재에 삽입되어 있는 짧은 동화나 빅북을 활

이해하고 내가 하는 말을 반복해서 따라 하곤 한다.

용하여 아이들에게 율동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해줌으로써 쉽게 내용을

제언 : 일주일에 한번씩 진행하는 수업이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가 매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즐겁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게 유도했다.

우 힘들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진행한다면 좀 더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

또한 짧은 영어 동요들을 1주일에 하나씩 혹은 2주일에 하나씩 병행하

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매달 새로운 아이들이 등록을 하고

여 가르쳐 자칫 책에서 느낄 수 있는 지루함을 없애고 아이들이 영어에

참가하여 수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다소 어렵다. 이는 동사무소 측

더욱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1, 2학년으로 영

에서 3개월 단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인원 모집을 한다거나, 아이들이

어를 거의 처음 접해 보는 아이들이라 책보다는 노래로 배우는 영어나

등록하기 전에 교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후에

스토리텔링에 더 좋은 반응을 보였다. 내가 시디플레이어를 들고 교실

기존의 아이들과 수준을 맞출 수 있게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에 들어가는 날이면 아이들의 관심은 온통 그곳으로 쏠렸다. 하루는 한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좀 더 효과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이가“선생님, To the Zoo는 언제 또 부를 거예요?”
하고 계속 나에

싶다.

게 묻기도 했다. 율동과 함께 영어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얼굴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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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stacia0410@igse.ac.kr

교육환경의 안정 후에 영어 교육의 효과가
시기 : 2005년 7월~ 현재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장소 : 서울시 강동구청 암사1동 동사무소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첫날이 아직도 생각난다. 꼭 첫 직장

처음에는 학습 동기와 학습 수준이 낮은 편

에 출근하는 기분으로 가슴 설레며 아이들을 만나서 인사

이어서 단기간에 영어 향상을 기대하지 못했

했던 기억이다. 봉사활동 초기에는 다양한 영어 수준과 생

지만, 영어 학습이라는 목적 이외에 특히 저

활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 필

영어를 미리 배워서 상당한 실력을 가진 아이부터, 알파벳

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칭찬과 자연스런 애정

도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수준 차이가 상당히

교류의 과정에서 아이들의 참여에 활기를 띠

났다. 그래서 하나의 교재로 통합해서 가르치기에 어려움

게 됨으로써 종국에는 영어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언젠

이 있었으므로, 세 종류의 책(알파벳 가르치기, 파닉스, 스

가는 학생 중 한 명이“선생님, 여기서 영어를 시작하고

토리북 읽어 주기)을 준비하고,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

영어가 재미있어 졌어요.”혹은“요번 영어 시험에서 90점

르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안정된 수업에 어려움이 있었

이 넘었어요.”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영어에

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들이 잘 따르게 되고, 교류

아이들이 흥미를 갖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뿌듯한 보람

를 바탕으로 영어 공부가 활기를 띄어 갔다.

을 느꼈다. 이와 더불어 나도 가르치면서 꾸밈없는 아이들

김현정(영어지도학과 3기)

과 교류를 통해 활력을 느끼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다.
봉사활동이 5개월쯤에 접어들었을 때,‘저소득층 대상 영
어 교습’
이라는 봉사활동의 취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진주

제언: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지만, 아

씨의 제언에 의해 저소득층 아동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으

직 실제 교육 환경 면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이들이

로 다시 재정립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후반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더 큰 영어 향상

는 아이들의 학년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어 수준은 비슷하

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영어수업을 위한 전용 교실 마

게 낮은 편이어서 교재를 하나로 통합했다. 아이들의 경제

련, 칠판 등). 또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 횟수를 늘

적 수준을 고려해서 파닉스 1, 2, 3(JY Phonics Kids, JY

리거나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은 어떨까? 저소득층

books) 책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

아이들은 부모들조차도 학습에 열의가 상당히 낮은 편이

다. 또한 아이들이 영어 동요를 같이 부르며, 서로 무척 쑥

므로, 관리 체계도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스러워 했던 기억도 난다.

stephany@igse.ac.kr

_27

We’
re IGSEan - 해외전공연수
’

영어지도학과 해외전공연수

Journey to Becoming a Teacher
Beginning with aloha and ending with mahalo, the intensive training at the University of Hawai’i
fostered opportunities to inquire, explore, and discover together a variety of issues surrounding the
English language education from a broad perspective. The training, short but meaningful, wa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learning experiences, which not only taught IGSEans new thoughts and attitudes
but it also empowered us and made us more aware of our potentials an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them to become a good English teacher.
The followings are a brief description of each course which helped us open our eyes to true delight of
journey to becoming a good English teacher.

Psycholinguistics and Motivation
From the very first class, Dr. Schmidt shared his thoughts on his recent readings about critical period and
indirectly taught us how to think critically by showing us the way he posed questions about the articles. He was
also a good model of a teacher who is concerned with his students. His eagerness for teaching students with more
easily understandable examples surprised us, and we don’t think we will forget his passion for education any
time soon. As a young teacher, we often have come across many experienced teachers who have lost their
passion for education and their first love to their students, and worry about my becoming like them in the future.
Now, however, we have set our goal to be like Dr. Schmidt, who has retained his love and passion for teaching
even after several decades of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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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ve Reading
Gently putting his hat on the desk, Professor Richard Day opened his backpack filled with children’s books.
We were to choose one book from there and read. As I read a couple of pages, the entire classroom was filled
with the silence of reading, which he named ‘the most beautiful sound in the world’. This was how he led us to
approach extensive reading. As we engaged in extensive reading activities and reflected on our reading
experiences, we were abl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ationale and principles of extensive reading. In
the second class, he asked us to consider how to develop comprehension questions for teaching reading. This
was also an easy to follow lecture in which we all could have opportunities to evaluate comprehension
questions based on what we read. Like many students said, his lecture on extensive reading was helpful to
many of us who are interested in teaching children.
Classroom Research for Language Teachers Current Findings
Enthusiasm, joy and excitement. These words justly summarize Dr. Chaudron’s classes He is not only a great
researcher, a significant figure in the SLA field, but also a wonderful teacher who made the class “go alive.”
We couldn’t let 5 minutes pass without smiling or even laughing our heads off while we were having his
classes. His unexpected, but interesting experiences made us feel much closer to him. For example, his
experience as a kindergarten teacher helped those who are interested in young learners to feel things in
common with him. The icing on the cake was that we have recently got our homework back from Hawaii with
comments from Dr. Chaudron. By this, we can also learn from him how important and motivating it is to give
feedback to our students.
Critical Applied Linguistics
Social inequality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language education. It sound quite new to most of us. Dr.
Crookes admitted that Critical Applied Linguistics (CALs) is no mainstream study, but he explained the reason
why he introduced it to us is because we, IGSE students, are different. His lessons for these different students
were different. It was not about how to teach or learn English better, but it was why we are here and where we
should go. Dr. Crookes talked, in the perspective of Critical Pedagogy, about the importance of our roles as
EFL teachers and reminded us that what we could do is more than just delivering the language well to the
students--we could CHANGE the society. How wonderful it is to become an EFL teacher. Dr. Crookes also
talked about Action Research and encouraged us to be a teacher doing research. His workshop was like a
beacon when we lost the way.
Teaching Casual Conversation in the EFL Classroom
Since ‘teaching casual conversation in the EFL classroom’ was the main issue, Dr. Yoshimi started her lecture
by throwing a few questions related to ‘casual conversation’. It was a meaningful time to think about
conversation itself because we usually have dealt the methods to improve learners’ conversation skill without
thinking about what real conversation is. Following these questions,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casual
conversation and to show the roles of speakers in the casual conversation, she recorded one impromptu model
dialogue and started to analyze the dialogue line by line on the board. Through this process, we could see what
was going on in the conversation. After that, we were given some time to create a dialogue with a partner while
she was giving us feedback in pairs. Throughout the class, we could feel her enthusiasm and hope to have more
classes with her.

_29

We’
re IGSEan - 해외전공연수
’

Sociolinguistics
On our first day with Dr. Higgins, much time was devoted to discussing social and regional variation in English.
We examined som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American, British, and Canadian English, as well as the
features of outer-circle varieties such as Singaporean, Indian, and many others. In addition, we explored social
dialects of English by looking at how social variables such as gender and ethnicity relate to language use. On the
following day, we studied the variety of English which has been described as Lingua Franca English (LFE), a
type of English that is used among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as a language of wider communication. The
notion of ‘the lingua franca core’ as well as the ‘focus on pronunciation teaching’ in LFE was at the center of our
discussion. Other proposed English as international language (EIL) core features including grammar were also
introduced and examined.
Task-Based Language Teaching
The class with Ms. Jinhwa Lee was largely divided in two parts; one was about how to acquire or learn languages
and the other about Task-Based Language Teaching. In the first half, we had a lively discussion about twelve
issues in language learning and freely expressed our opinions about the issues, most of which do not have right
or wrong answers. The second half of the workshop started with Long’s well-known description about tasks, and
then, how to develop TBLT and principles of TBLT was brought into focus. Since we only had a two-hour
workshop with her, we didn’t have enough time to discuss this topic thoroughly. However, because she
pinpointed what to keep in mind, we had a valuable time to think about what we might have missed without her
lecture. Her clear lecture helped us put our idea about TBLT into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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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isiting Maryknoll Grade School, one of the most adorable schools in Hawaii, was unforgettable
experience. When the principal introduced us, kindergarteners came up and welcomed us putting leis
they made around our necks. During the morning session, we observed classes two per a class. With
about 20 kids, we had great time with storytelling, teaching phonics and math, and playing a game.
From the experienced teachers’ class, we could learn a lot of brilliant teaching ideas. Even though we
spent little time with them, we became quite close and some kids even asked for our e-mail addresses.
On the way going back to the hotel, we shared what we saw and felt from the field trip and discussed
how we might adapt them for Korean English classrooms.
Our short but long two weeks had flown away. Some
might ask what valuable lessons we can learn during such
a short period. However, we learned not only from actual
courses but also from being together and sharing ideas
about EFL with big names in our field itself made our two
weeks meaningful and unforgettable.
Aloha indeed with mahalo to the professors of Univ. of
Hawai’i and all of the IGSEans!

편집자주 : 이 글은 해외전공연수에 참가했던 영어지도학과 3기생인 함은경, 장효정, 이지애, 김진옥,
정성연, 이승현, 한미경 그리고 진주 학생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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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은(영어교재개발학과 3기)

영어교재개발학과 해외전공연수
On January 30th ~ February 10th. A total of fourteen IGSE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ELT Materials
Development and Professor Daniel Thomas went to
Leeds, United Kingdom, on study visits in the Materials
Development Short Course at the School of Languages in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 (LMU). The course is
addressed to language teachers and publishers and aims
to develop their awareness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materials design in various areas of language teaching.
Tutors are Masuhara Hitomi, Michael Roden, and Brian Tomlinson. Professor Brian Tomlinson is wellknown internationally for his work on materials development. The following shows the summary of
each course and main activities we were engaged in during this period.

30th January: Issues in materials development
During the orientation class, two staff facilitating the course welcomed us and introduced the course. After the
introduction, we discussed issues (authenticity, balance between accuracy and fluency, global English and so on)
in materials development with three tutors. After discussion and commentary on the issues, Brian Tomlinson
highlighted that materials should be principled and ‘start-and-end-in-student’s real life or experience.’
31st January: Materials evaluation
This was Michael Roden’s first class. He introduced us to materials evaluation. He started with this question:
‘Why do we have to evaluate materials?’ This question went to another topic: what-when-where-how to evaluate
them. He suggested that evaluation could be categorized into three steps: pre-use, whilst-use, and post-use. And
we were instructed to develop criteria for each step and share what we discovered. What we explored in this
class turned out very practical for us to think about benefits of materials evaluation.
1st February: Visual and layout, instructions
The class was conducted by Michael Roden. After sharing some ideas about why we consider visual and layout,
we developed criteria for them and evaluated materials he gave us by using our own criteria. He asked us to write
down possible adjectives for perfect instructions that begin with ‘c’ and ‘s’: c as in comprehensible, coherent,
creative and so on; s as in simple, systematic, specific and so on. And we were asked to write instructions for the
game for a teacher’s resource book. It was a worthwhile experience as we discovered how difficult it is to give
accurate and effective instructions.
2nd February: Materials adaptation
This was Masuhara Hitomi’s first class. She presented materials adaptation to us and showed how many
possibilities there are to adapt materials. She began her lecture by giving the definition of adaptation: the process
of making changes that are suitable, valid for specific learners, teachers and situations. The lecture was led by
principles, objectives, and techniques of adaptation.
3rd February: Using a flexible framework
Brian Tomlinson gave us a lecture about flexible framework for developing materials. He put strong emphasis on
effective engagement to learners: before materials development, we, as materials developers, have to be prepared
by making our own potential library and discover engaging texts. Furthermore, he categorized activities into five
categories for a flexible framework: readiness activities, initial response activities, intake response activities,
development activities, and input response activities. After going over features of each activity, we had time to
develop each activity and present them. It was a great chance to share our ideas and get feedback from Professor
Tomlinson and fellow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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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February: York
This day was for us the first day off after a long week of lectures. York is a very historic town. It took around 30
minutes by train from Leeds Station. Some of us made our way to the York Minster, and were all amazed at the
splendour and size of it. Some of us went shopping to buy presents for ourselves and our family. The journey
was relaxing and we learnt more about the area of York.
5th February: Haworth
On Sunday, we went to Haworth, home of the Brontë family. There were beautiful little narrow cobble-stoned
streets with old stone houses, overlooking incredible views of the moors. We spent most of our time at the Brontë
Parsonage Museum. It has all been restored with the original furniture, so not only was it fascinating in its period
detail, but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desks, chairs and so on which the Brontë sisters had actually used. The
trip to Haworth certainly made a change from all the weekday lectures.
6th February: Materials for teaching language skills
Masuhara Hitomi gave the lecture focusing on materials for teaching four skills: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She mostly focused her lecture on engaging learners by providing poems, songs and short reading
passages. The concept of multi-dimensional mental representation was introduced and she differentiated between
mental representation and comprehension in different perspectives by introducing how our brains work.
7th February: Materials for teaching language
It was Michael Roden’s class where we spent some time to make various activities applying our knowledge
developed by previous lectures. Then he lectured about language awareness approaches and highlighted the main
principle: learners learn when affectively engaged. He gave various examples using poems to illustrate how
learners can be made to notice language and focus on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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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th February: Language games, materials for teaching spoken language
Michael Roden presented how to apply games for language teaching. We discussed how to fully engage
learners effectively through game-playing and how to use peer-cooperation beyond language itself. In
addition, we explored the differences between native spoken language and non-native. Furthermore, we
discusse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spoken grammar.
9th February: Materials writing
We spent the whole time developing our own materials and prepared for the presentations for the next day.
Thanks to Masuhara Hitomi, we could use resources room which is only for graduate students in LMU.
10th February: Materials presentation and feedback
On the last day of the course, each group presented and demonstrated materials we had produced during the
course and got feedback from three tutors and fellow students. It was especially useful in sharing our ideas
and discussing them. The two-week course ended with going out to a local pub near the school with the three
tutors.
11th ~ 12th February: Stratford-upon-Avon & Hay-on-Wye
By coach, we went to Stratford-upon-Avon, the birthplace of Shakespeare and spent a day out there. In the
evening of the 11th, we headed to Hay-on-Wye, a world of books, located in Wales. It has the world’s largest
concentration of bookshops selling old and out-of-print books.
13th February: Oxford
We visited Oxford University Press (OUP). OUP offered us a museum tour with Dr. Martin Maw and four
presentations under the topic of ‘How a Book is Made.’ We IGSE students were used as a ‘dictionaries focus
group’ to discuss dictionary-related questions. OUP also offered a qualified Oxford tour guide who had an
intimate knowledge of all the famous Oxford University landmarks and history.
14th February: Windsor Castle & London
In the morning, we went on a tour of Windsor Castle, one of the official residences of the Queen. After
Windsor Castle, we went all the way to London and the schedule ended on 14th February.
We each individually spent three days trip to Scotland, London or Brighton. After that, we met again
at Heathrow Airport and flew to Amsterdam for an overnight layover. In Amsterdam, some of us
made our way to visit the Van Gogh Museum and the Anne Frank House.
What we had at LMU was time to review and
reestablish our three semester knowledge
about materials development. This trip spent
at LMU and other places for cultural
experience was the most memorable time of
our student life.
We, IGSEans, had the chance to make one
more step towards our bright future as English
materials developers through this seminar
abroad. Finally, we very much appreciate the
school giving us this chance and Professor
Daniel Thomas for taking time to be with us
and helping us.

ihavewings@igs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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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Review

「영어교재 분석당하다」

영어를 잘해야겠다는 사회적 욕구가 무수히 많은 학습서를 양
산하고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상업적인 의도로 학습자를
현혹시키고, 학습자는 이러한 무분별한 교재의 홍수 속에 내버
려져 불필요한 금전과 수고를 낭비하고 영어학습에 대한 그릇
된 사고만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영어교재 분석당하다」
는 학년별, 목적별, 혹은 언어영역별로 나누어 교재를 분류하
여 학습이나 교육용 교재 선정 시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영어교육이론 지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각각의 교재의
강점과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재선정 정보가 많은
학습자와 공유된다면, 분명히 학습과 교육에 꼭 필요한 지침이
되리라 믿는다.
-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김혜영 교수

시중에 넘쳐나는 것이 영어 관련 교재이다. 이렇게 많은 영어

제목 : 영어교재 분석당하다
출판사 : EMD Media
저자 : IGSE영어교재연구회 (박혜옥 외 20인)
출판일자 : 2006년 2월 20일 (1판 2쇄)
페이지 : 240쪽
판형 : A5
ISBN : 8995752300
홈페이지 : http://www.emdmedia.co.kr

책 중에서 어떤 책이 나에게 필요한 책일까 고민하게 되는데,
「영어교재 분석당하다」
를 보면서‘아! 이 책이 좋겠구나!’
하게
될 것 같다. 다양한 영어 교재를 적절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소비자 선택을 돕는 훌륭한 길라잡이가 된다. 저자, 출판사, 가
격, 출판년도, 분량, 딸림자료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
라 장단점 분석과 교재 활용 방법까지 수록하여 서점에 가기
전에 교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
다 하겠다. 그런데 도서 선정 기준에서‘새로운 기획이 돋보이
는 책’
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 도서출판 디딤돌 중고등영어팀 임숙앵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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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Events
월례 특강 및 강연
일시

종류

1월 13일

워크숍

3월 28일

특강

연사
Mr. Thomas Santos
(미대사관 영어교육 고문)
이현복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명예교수)

주제
Task-Based Learning and
Student Motivation

영어발음교육과 음성학

신임교수 임용
Douglas Margolis 교수가 2006년 봄학기에 본교에 임용되었다.
약 력
B.A. in Selected Studies, Syracuse University
M.A.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M.E. in TESOL and Educational Technology,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A.B.D.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Managing Editor, Korea TESOL Journal, KOTESOL
Contributing Columnist, The English Connection, KOTESOL

교수동정
문 용

정영국

■ 참석 : 일본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개교 5주년을 기념한 아시아 국
제 영어교육 심포지움(International
Symposium for English Education in
Asia)에 참석 (2005년 11월 26일~27일)
IGSE를 사례로 삼아 한국에서의 영어교
육의 일면을 소개, 설명.

정현숙
■ 논문 : Does the role of contextual cues
vary with L2 listening proficiency
level? (English Teaching, 60 (4), 3-21,
2005년)

■ 발표 : 초등영어 학습 어휘 선정 기준 연구,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2006년 2월 4일
(경인교육대학교)
■ 집필(공동)
- 영어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2005년 12월
-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년 12월
■ 참석 : 일본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개교 5주년을 기념한 아시아
국제 영어교육 심포지움(International
Symposium for English Education in
Asia)에 참석 (2005년 11월 26일~27일)

■ 강연 : 영어 듣기 지도법(서울시 교육연수
원 중등영어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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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Daniel Thomas

■ 활동

■ 활동

: 영어지도학과 해외전공연수 인솔
하와이대학교(2006년 2월 1일 ~
2월 16일)

: 영어교재개발학과 해외전공연수
인솔
영국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2006년 1월 8일 ~
1월 26일)

IGSE 졸업생 취업현황 조사

〈1~2기 영어지도학과 졸업생 현황〉

본 조사는 2006년 1월 부터 3월까지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는

고등교사 (9%)

기타(9%)

중등교사 (6%)

프리랜서(5%)

초등교사 (6%)

학원경영(6%)

IGSE가 목표로 하는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일반회사(3%)
박사과정(3%)

〈1~2기 졸업생 전체 현황〉
고등교사 (4%)
중등교사 (6%)
초등교사 (3%)

기타 (11%)

출판사 (15%)
대학강사 (12%)

박사과정(1%)
대학강사 (11%)

출판사 (24%)

학원강사 (26%)

프리랜서(9%)

〈1~2기 영어교재개발학과 졸업생 현황〉
일반회사(6%)
중등교사 (6%)
학원강사 (21%)

학원경영(4%)

기타(14%)

프리랜서(12%)
출판사 (32%)
학원경영(3%)
일반회사(9%)

학원강사 (12%)

대학강사 (12%)

학생 학술 및 전문 활동
■ 한국외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2005년 12월 17일)
이지애 (영어지도학과3기): Learning Teaching through Classroom Observation:What’
s Happening in the Classroom?
함은경(영어지도학과 3기) : The Effect of Teaching Test-taking Strategies on Reading Comprehension Test :
A Qualitative Study

■ 본교 재학생「영어교재 분석당하다」출판
본교의 영어교재개발학과 및 영어지도학과 3기 20명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집필한「영어교재 분석당하다」
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교사와
학습자가 적합한 영어교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어교재 분석서이다. 각 분야별 좋은 영어교재를 선별하여 해당 교재의 강점과
활용 방법 및 보완점을 분석한 것이다. 기획·교재 선정 분석·집필·책 제작의 모든 과정을 영어교재개발학과‘교재 분석 및 개발 2’
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담당하였다.「영어교재 분석당하다」
는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 KBS Good Morning Pops
본교 재학생 출연
박혜옥, 이해림 「영어교재
(
분석당하다」
의 저자)이
4월 16일 KBS FM2의 Good Morning Pops
(06:00~07:00) 초대석에 초대되어 IGSE에서의
학업과 생활,「영어교재 분석당하다」
의 저작과정
등에 관해서 사회자와 대담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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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관련 FAQ

입시에 관한 문의 사항들

Q 지원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1차 전형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진입니다. 2차 전형은 일반면접과 영어면접이
있습니다.

Q 1차 서류 중에서 학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학 기간 동안 자신이 공부할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학업계획서는 본교 입학 후에 다양한 영어교육 분야들 중에서 어떤 분야를 관심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지, 학위 과정을 마친 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Q 2차 전형은 일반 면접과 영어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공과목(영어교육)에 대한 심층 면접이 이루어지는지요?
전공 지식과 관련된 심층 질문은 없습니다.

Q 2차 전형의 일반 면접과 영어 면접은 각각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요?
일반 면접은 약 10분 정도이며, 영어 면접은 약 5분입니다.

Q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는 현직 교사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2년간 휴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요?
본교는 매주 10시간의 영어 회화, 작문 수업을 포함한 영어교육 전공 및 실습, 영어교재개발 등 영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본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면 졸업 후에 영어 교사로서 필요한 영어 구사력과 전문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학업을 위해 2년간 교직을 휴직할 경우 이 기간이 교직 경력에 인정되는지요?
본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한 것에 해당하며, ①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휴직이 인정되며 ②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정됩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재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귀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다른 대학의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지요?
본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 학교 설립 인가를 받은 대학원대학교이므로 본교의 석사학위는 타 대학에서 받는 석사학위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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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업 이수 학점은 몇 학점입니까?
공통필수과목인 회화(주당 6시간)와 작문(주당 4시간) 24학점을 포함하여 63학점입니다.

Q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등교해야 하나요? 그리고 주당 영어회화와 영어작문 외에 몇 시간을 수강해야
하는지요?
영어 회화, 작문 수업은 과목 특성상 거의 매일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9~12시간의 전공과목(3~4
과목) 수업이 있습니다. 전공과목은 거의 매일 개설되어 있으며, 과목 별로 과제와 발표 준비도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학기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본교는 재학 연한이 2년이므로
2년 이내에 졸업을 해야 합니다.

Q 현재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교사)이다 보니 가을학기가 첫 학기인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격하고 바로 휴학이 가능한지요?
본교의 규정상 휴학 사유는 출산, 질병 및 군복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Q 2006년도 모집요강에 의하면‘경력 및 특기 사항’이 매우 중요한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
인의 경력이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지원자의 경력이나 출신학교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없습니다. 가산점이 없다는 것은 특정 경력(직업), 특기사항
이나 출신 학교 및 전공에 등급을 두어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학부 졸업 예정자라도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나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2차
전형의 면접에서 질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Q 해외 대학을 나온 지원자의 경우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졸업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단, 졸업증명서가 없을 때는 학위증서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
원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원서 접수 기간 중에 방문해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출신 대학에서 직접 본교에 발송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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