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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1*

아동문학과 영어교육

211-122*

영어교수법 특강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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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어

Children’s Literature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Special Lectures on Teaching Methods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Methodology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Special Lectures on English Language Education
Testing in English Education
Creativity and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Theories of Learning and Teaching in English Education

개설시기
연도학기

3

1,2-‚

3

1,2-‚

211-124 초등영어 교수 방법론
211-126
영어교육론 특강
211-128
영어 교육과 평가
211-129* 창의성과 초등영어교육
211-132
영어 교육론 연구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211-134*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in English Education
및 평가
211-138 영어교육 연구 방법론 I
Research Methodology in English Education I
211-139 영어교육 연구 방법론 II
Research Methodology in English Education II
반성적교수와
211-142
Reflective Teaching and Action Research
현장연구
211-144
영어수업분석
Studie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Practice
영어교육의 이슈와
211-146*
Issues and Prospects of English Education
전망
211-148 초등영어교육 세미나 1
Seminar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1
211-149 초등영어교육 세미나 2
Seminar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2
211-150
영미문학 교육론
Theories in Education of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211-151*
제2언어 습득론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11-152 교사를 위한 영어문법
English Grammar for Teachers
211-153* 영어 음운 및 어휘 지도
Acquisition of English Phonology and Lexicon
211-154 테크놀로지와 영어교육
Technology Based English Education
211-155* 교사를 위한 영어학
English Linguistics for Teachers
211-156* 교육과정과 영어교재
Curriculum and Materials
사회언어학과
211-157*
Sociolinguistics and bilingual Education
이중언어교육
211-158* 영어교육과 문화학습
Teaching culture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211-159 영어스토리텔링 창작
English Storytelling and Creative Writing
211-160* 인공지능과 영어교육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nglish Education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211-161*
English Education with Cloud Computing
영어지도
211-162*
영어교육워크샵 Ⅱ
Workshop in English Education II
211-163*
영어교육워크샵 Ⅰ
Workshop in English Education I
211-164*
음성언어교육론
Theories of Verbal Communication
211-165*
문식성 교육
Literacy Education
211-228* 교사를 위한 통사론
Syntax for Teachers
211-229*
언어와 문화 연구
Studies in Language and Culture
211-230* 교사를 위한 영미문학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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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기차

논문연구

Study for Thesis

학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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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홀수해
2:짝수해
①:1학기
②:2학기

06.3~
17.8.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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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코드에 ‘ * ’가 붙은 교과목은 석/박사 공통과정으로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수강이 가능(주전공 학점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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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교과 교육학
1. 아동문학과 영어교육(211-121)
아동이 영어 학습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 및 성취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등영어
교육에 아동문학을 이용하는 다양한 교수법 및 활동을 탐구한다.
2. 영어교수법 특강(211-122)
영어 교수법의 다양한 양상 및 시도들과 보다 혁신적인 영어교수법을 살펴보고,
초등영어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이론적, 실제적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3. 초등영어 교수 방법론(211-124)
일반적인 영어 교수 방법론과 교수법의 배경 및 장단점을 이해하고 현장에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한국 초등영어교육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교수법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4. 영어교육론 특강(211-126)
영어 교수-학습 이론에서 최근의 이슈를 논의하고, 이의 현장 적용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5. 영어 교육과 평가(211-128)
영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법과 원리의 현장 적용력을 배양한다.
6. 창의성과 초등영어교육(211-129)
과제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창의적 글쓰기 및 드라마, 다중지능이론 등을 통해
초등영어 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 방법을
탐색한다.
7. 영어 교육론 연구(211-132)
영어 교수-학습이론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현장 적용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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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11-134)
정규 교과 이외의 각급 학교 영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이론을 탐색하고
실제 사례를 점검하면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에 관해 학습한다.
9. 영어교육 연구 방법론 I(211-138)
다양한 연구방법론, 보고서 및 논문의 양식, 연구문제와 변인의 정의, 자료의 통계적
검증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 교사들의 현장연구논문과 학위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
한다.
10. 영어교육 연구 방법론 II(211-139)
영어교육에서의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 문제와 변인의 설정, 결과물에
대한 다양한 통계적 검증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
11. 반성적교수와 현장연구(211-142)
현장연구를 통해 영어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반성적 교수의 이해와 적용을 통해
현장을 분석 연구한다.
12. 영어수업분석(211-144)
다양한 형태의 영어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수업의 준비와 진행,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수업 분석 능력의 배양과 지도 능력을 함양한다.
13. 영어교육의 이슈와 전망(211-146)
영어교육에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영어교육의 방향성
정립과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한다.
14. 초등영어교육 세미나1(211-148)
초등영어교육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 탐색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5. 초등영어교육 세미나2(211-149)
초등영어교육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 발전적으로
탐색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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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영미문학 교육론(211-150)
EFL 상황에 초점을 둔 문학교육의 역사와 이론의 탐색, 문학텍스트 분석의 이론과
실제, 영상매체를 활용한 영미문학교육, 그림책과 영미문학교육, 스토리텔링 이론 및
실제, 문학작품을 활용한 교재 개작, 축약본을 활용한 영어교육, 드라마/시를 활용한
영어교육 등에 관해 학습한다.
17. 제2언어 습득론(211-151)
모국어와 외국어 습득의 차이, 언어습득과 나이, 외국어 습득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소, 개인차의 문제 등 영어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제2언어 습득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영어교육에의 시사점을 탐색한다.
18. 교사를 위한 영어문법(211-152)
영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법 지도의 방향과 방법을 연구하고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19. 영어 음운 및 어휘 지도(211-153)
제2언어 학습자의 음운 및 어휘 습득과 모국어 음운 및 어휘 습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해와 발음사이의 상관관계, 모국어와 제2언어 음운 및 어휘 습득의 요인, 모국어와
제2언어 학습자의 음운/어휘 표상 등에 대해 연구한다.
20. 테크놀로지와 영어교육(211-154)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방법을 탐색하고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구안한다.
21. 교사를 위한 영어학(211-155)
영어교사를 위한 언어학적 기반을 구축하며, 음성체계와 문장형성 체계, 언어 사용
체계를 심도있게 이해한다.
22. 교육과정과 영어교재(211-156)
영어과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영어 교재의 구성과 편찬 원칙을 이해하여,
영어교재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3. 사회언어학과 이중언어교육(211-157)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실천적 접근에 대해 이해하고 주어진 사회적 여건 속에서
최적의 영어교육 방법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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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어교육과 문화학습(211-158)
다양한 문화의 제 측면을 이해하고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영어교육 방향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고 현장 적용 방법을 탐색한다.
25. 영어스토리텔링 창작(211-159)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의 원리와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
26. 인공지능과 영어교육(211-160)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7.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영어지도(211-161)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8. 영어교육워크샵 II(211-162)
영어교육에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영어교육의 방향성 정립과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한다.
29. 영어교육워크샵 I(211-163)
영어교육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 검토와 실천적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30. 음성언어교육론(211-164)
음성언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음성언어지도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한다.
31. 문식성 교육(211-165)
문식성과 관련한 제반 이론을 정리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문식성과 문해력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현장 적용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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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내용학
1. 교사를 위한 통사론(211-228)
통사론적 지식을 탐구하고, 제2언어습득에서의 통사적 특성의 습득 과정을 이해한다.
2. 언어와 문화 연구(211-229)
언어와 문화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언어교육의 특징을 탐구한다.
3. 교사를 위한 영미문학(211-230)
영미문학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영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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