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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어교육전공(English Education)

● 교육목표

• 현장에 적용할 포괄적인 이론적 지식과 사례연구 및 발표를 통한 교육을 목표로 한다.
• 인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영어교사를 양성한다.

● 교육과정의 특성

• 교육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영어교육에 관련된 지식은 현장적용과 응용이 가능
하도록 실제성을 강조한다.

● 전임교원 명단

성명 직위 학위 세부전공 담당과목 연구실전화
/e-mail

이자원 교수 교육학박사 영어교육학 영어교육론 4382
jwlee

장근철 부교수 문학박사 영어학 영어문법지도법 4402
gmstone

유도형 조교수 문학박사 영어교육 영상영어교육지도법 5479
dohyryu

임미진 조교수 문학박사 영어교육 영어교육과멀티미디어수업 5925
immijin

서지영 조교수 문학박사 영어교육 영상영어교육지도법 5925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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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조교수 문학석사 영어교육 영어말하기지도법 ekevin1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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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과정

이수구분 교 과 목 강의
시간 학점 비고

전공필수

영어교육론 2 2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 2 2

영어교과논리및논술 2 2

영어교육평가론 2 2

전공선택

영어교육과멀티미디어수업 2 2

영어교육연구의제문제 2 2

영어학개론 2 2

영문학개론 2 2

영어문법지도법 2 2

영어말하기지도법 2 2

영미문화 2 2

영어음성음운론 2 2

영어역사와영어교육 2 2

영어교수법이론과수업 2 2

영어읽기지도법 2 2

영상영어교육지도법 2 2

영어쓰기지도법 2 2

논문세미나 2 2



Ⅳ. 교과과정 및 교과목 해설   99

● 교과목 개요

영어교육론(Theories in English Teaching)
영어교육 전반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실제를 사례중심으로 다루면서, 교육현장에서 당면하

게 되는 영어 교육의 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A study and a Method of Guidance of English Language Materials)
영어교육과 관련된 최근의 다양한 교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들 교재가 학습현장에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그 응용방안을 지도한다.

영어교과논리및논술(A Logic and Discourse behind Subjects of English Language)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논리논술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지도법을 익힌다.

영어교육평가론(Evaluation in English Teaching)
영어평가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영어평가 도구들에 관한 종합 분석,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평가 유형, 문항 개발, 평가 결과의 분석 및 활용 등에 관해서 체계
적으로 연구하고 종합 정리한다.

영어교육과멀티미디어수업 (Multimedia Approach to English Teaching)
시청각매체를 통한 복합적 매체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과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수업의 지도방안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영어학습의 사례를 
중점 토론한다. 

영어교육연구의제문제(Current Issues in English Teaching)
현장에서의 영어교육과 효과적인 영어수업연구에 필요한 제반 문제를 사례 및 문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영어학개론(An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영어의 음성,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및 활용에 이르는 영어학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도

록 하여 영어학의 전 분야에 관련된 자료 및 문헌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영문학개론(An 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영미문학이 영어수업과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모색하는 강의로써, 교과서에 실

린 영미문학 작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올바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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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문법지도법(A Method of Guidance for English Grammar)
학교 영문법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고급영문법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여 영문법 전반

에 관한 배경 지식과 소양을 지니게 한다.

영어말하기지도법(A Method of Guidance for English Speaking)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 영어문장에 대한 지식을 직접 수업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사의 

영어 활용도와 수업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영미문화(British and American Cultures)
영국 및 미국 문화 전반에 대한 개관을 통해 문화를 통한 영어의 이해도를 높여 영미문화와 

영어의 연계성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영어음성음운론(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영미영어의 표준발음을 올바로 익히는데 필요한 음성학의 기본 이론을 소개하고 표준발음

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교사가 영어수업현장에서 학생들의 발음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영어역사와영어교육(History of English in English Teaching)
어휘, 발음, 형태, 구조, 의미, 차용어 등에 걸쳐 영어가 변천해 온 과정을 개관하고 현대영

어와의 비교를 통해 현대 영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게 한다.

영어교수법이론과수업(Theory and Practice in English Teaching)
영어수업에 필요한 교수방법의 제반 이론을 개관하고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영어 학습 

현장에 적합한 교수법과 실제 수업 사례를 구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영어읽기지도법(A Method of Guidance for English Reading)
실생활 및 학문 목적의 영어학습에 있어서 다양한 장르의 문장을 통하여 국어와 대비한 

종합적인 독해력을 기른다.

영상영어교육지도법(Method of Teaching Screen English)
영어교육을 향한 인기 있는 교육방법 중의 하나는 영상이다. 수업에서 영상의 이용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절한가,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는 보장이 되는가 등이 이 과목
의 주요한 학습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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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쓰기지도법(A Method of Guidance for English Writing)
작문이란 문법에 맞추어 단어를 배열하는 문자들의 나열이 아니다. 작문은 여러 개의 문장

이 각기 역할을 맡으며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는 
한 문장의 문법적인 완성뿐만 아니라 문장과 문장사이의 관계를 다루어 읽는 사람들이 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전략을 다룬다.

논문세미나(Tutorials on Thesis Writing)
영어교육 관련 석사학위 논문작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학위논문 

내용이 교육현장에서 실제 수업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