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대학 영어의 교파 섣계* 

박 남 식 

o. 연구의 목적과 범위 

해망 후 30여년이 흘렀고，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도 1설써 성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성년기 를 맞이한 한국의 대 학은 연구 기능 괜만 아니라 교육 및 사회 봉사의 기능 

에 있어서도 질 • 양 양면으로 그 기 이도릎 높여야 할 역사적인 사멍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속적인 조국 발전의 밑거름으로 고급 인 력 이 더 욱 펼요해칠 것이고， 그러한 고급 

인 력의 양성은 대 학에서 맏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 발전을 위한 엘리트(Elite)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영어 교육이 큰 비중을 차 

지하여이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즉 국가 발전은 국재 사회에서의 활기잔 정치 • 

외교 뿐만 아니라 무역 및 학솔 • 문화 교류를 전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재 무대의 활동이 

영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 문이 다. 이것은 물론 학문， 과학， 교역 등 대부분의 중요한 

인간 활동 분야애서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위치가 확고 부동하기 때문이다. 

그려면 대 학에 서의 영어 교육을 성공적으로 하려 면 무슨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가 훌륭한 영 어 교과(English 

Course)라는 가정하에서 한국 대 학의 실정 에 맞는 교과플 설계하여 보려고 한다. 좀 더 구 

체적으로 말하자연，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영어 가 국가 • 사회의 요구와 배 우는 학 

생의 욕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일반적 인 언어교육이론에 위배됨이 없도록 할 수 있게 하 

기 위하여 거기에 알맞는 교과를 설계하는 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교과의 설계가 섣실히 요구되는 것은 현행 교과에 많은 결함이 있다고 생 

각되기 때문이다. 질로 현행 교과는 일제 치하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광복 후 30 

여년 동안 무비 판적으로 씨 왔던 갓이다. 차제 에 이러한 현행 교괴플 냉정히 검토 • 비 판하 

여 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 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일차적인 목적이 새로운 

교과 설계이고， 이 차적 인 목적은 현행 교과의 비판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진 본 논문을 대강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하려고 한다. 

(a) 준비 단계 : 여러 언어 교육이콘가와 필자의 견해를 종항하여 교과설계의 이 흔적 틀 

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 b) 이 론과 현실의 갈등 : 위에서 정리한 이 론적 인 틀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대학 영에교 

과의 이 론적 。l 상형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gap이 있는지 고잘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과 

정에서 해 방후 30여년 동안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여온 우리의 현행 영어 교과가 현재의 국가 

적 • 개인적 요구플 충족시키기에는 너 우 근본적 인 구조싱의 결 함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 본 연 구는 산학협동 재단5'1 연구비 (1978 . 6~1979.6) 지급에 의하여 이 루어 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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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과 설계 : 이렇게 해서 밝혀진 현행 교괴의 취약접을 보완하고 우리의 현실적 요구 

에 보다 잘 부합되리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교과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d) 실천상의 문제 : 이렇게 하여 섣계된 “이상적인” 교과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떼한 문 

제들이 예상되는지플논하고 이-윷러서 제안된 교괴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도 곁드리러고 한다. 

1. 교과 설계의 이론 

다른 어떤 프로그랩을 설계할 대나 마찬가지로， 영어 교괴 플 설계 할 띠l 이l 도 여러가지 요 

언을 동시에 고려히여야 한다. 물론 영어 교과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이다. 

영어 교과 설계의 경우 우리는 최소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배우는지 를 고려애 넣 

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언제， 어디셔 배우는지도 첨가할 수도 있으나， 이 들은 어떻게 배 

우는지에 내포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부분적인 상호 연쇄 

제약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배우는 사랍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배우는 목적이 무엇 

인지가 〈부분적으로) 결청되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가 (부분적무로) 결정된다. 

이들 여러 요인을 충분히 참직하여 거기에 맞는 교과를 어 떻 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교과 설계의 연구라 하겠다. 그러면 분 논문에서 택 한 교과 설계 연구의 이론적 

인 틀이 어떼한 것인가를 보기 위하여， 교과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을 요인 

별로 고찰해 보자. 

1.1. 대상 

어떤 교과가 있을 때 그 교과를 배우는 학생을 그 교과의 대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상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훌륭한 교과를 설계할 수 없는 

것이다. 

1011 유척으로 말하면 Rock festival 등 음악회 를 가지 려고 할 때 그 음악회에 올 대상(=청 

중)의 성격을 파악하지 않고는 성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즉 청중의 연령층， 

교육청도， 성별， 출신 등을 어느 정도나마 고려해야 음악회의 내 용을 적섣하게 꾸밀 수 있 

을 것이다. 

그리하여 교과를 설계하건 음악회를 설계하건， 우리는 대상(=청중)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대상파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다(Park 

1978a) 1. 이 연구에 의하연 외국어 교육의 경우 대상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 연 령 (Age) , @ 적 성 (Aptitude) , @ 태 도(Attitude) ， @) 관심 ( Interests) , QD 성 격 (Per

sonality) , @ 학습 유형 (Cognitive Style) , (j) 학습 목표 (Goal ) ， @ 모국어 (Native Lan

guage) , @ 성 별 (Sex) ， @ 학습 경 랙 (Previous Learning Experience) 퉁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있다. 

대상은 목표， 내용， 방법 등 다른 요인에 우선하는 상위요인 (Superordinate Variable)이 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자의 성격에따라서 후자의 성격이 (어느정도) 결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상 분석의 결과 얻어진 정보는 교과의 목표와 내용은 물론 그것을 어떻게 가 

1 본 연구에서도 (특히 3장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및 졸업생 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척인 청 중분석 

의 견과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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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칠지 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교과 설계 를 위해 대상을 분석한 결과 그 대상이 18, 19, 20세의 대학 l학년생들로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서 영 어 를 6년 배운 경 력 이 있으며， 대 학원 진학과 미국 유학을

목표로 히고 있다는 정보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정보가 교과의 내용과 꼭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대상이 대학원 진학과 미국유학을 원하고 있으므로 교과의 목표도 이 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4년 동안에 전공 원서도 읽게 될 것이므로 이 정 

도 목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의 전공 과목， 대 학원 그리고 유학 생활에 

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교과의 목표로 삼아야 함은 물흔이다. 

둘째로 대학의 전공 공부와 대학원 및 유학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영어가 무 

엇인가를 밝혀 그것을 교과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영어와 

대 학의 영 어 사이 에 부드러 운 Transition이 되 도록 포함된 내 용의 난이 도에 도 각별 히 주의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내용이 고등핵교의 그것 보다 훨씬 어려워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보다 쉬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Topic으로 보아도 새로이 성 인이 된 대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잔 반영해야 할 것이다. 

1. 2. 목표 

한 교과의 목표는 그 교과를 배우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배우는가? H라는 물음에 대한 

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의 목표는 그것을 배우는 사람(즉 대상)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의하여 결정되어 야 하는 것이다. 

이미 1.1.에서 지적했듯이 교과의 목표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부분적￡로 결정된다. 대 

상의 성격 가운데서도 (대상의) 학습 목표가 교과 목표를 결갱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 를 들어 대상(학생 ) 이 상급핵교 진학을 위하여 영어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교 

과의 목표도 대상의 상급학교 진학 준비에 도움을 주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의 

학습 목표가 다량의 영운 전문 서적을 독파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위한 교과는 주로 효과적 

인 독해법을 가르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교과의 목표는 대상이 처해 있는 주변 국가 •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도 결정되어야 할 것 

이다. 예 를 들어 주변사회에서 무역 영어에 능한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면，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가 교과의 목표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정책으로 외국의 

과학 및 기술의 도입을 중시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영어 교과의 목표를 부분적A로 나마 

영어 를 과학 • 기술 도입의 매체 혹은 수단ξ로 기-르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과의 목표를 결정할 때 대상의 요구와 주변 국가 • 사회의 요구가 동일할 수도 

있고， 서로 완전히 다를 수도 있으며， 일부만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든 간에 대상과 

국가 • 사회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중요성도 서로 다를 것이다. 

대상과 국가 • 사회의 여러 가지 요구가 갖는 중요성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대상의 요구와 국가 • 시회의 요구가 겸치는 경우 

가 그렇지 않을 경우 보다 중요히다 할 수 있다. 둘째 로 같은 대상의 요구라도 다수의 요 

구기- 소수의 요구보다 중요하다. 세째 로 같은 사회 • 국기의 요구 가운데서도， 일시적인 것 

보다는 장기적인 것이 중요하고， 국가 • 사회의 근본적이고 긴박한 문제의 해결과 관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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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그렇지 않은 것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요구의 중요도가 결정되면 이 중요도블 우선 순위로 하여 교괴의 

목표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중요도가 높은 요구가 교과 목표 설정에서 그만 

큼 높은 우선 순위 를 차지하게 된다. 

대상의 요구 가운데 우선 순위가 높은 것과 국가 • 사회의 요구 가운데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은 서로 중복될 확률 이 높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대상을 이루는 개인의 요구는 흔히 

주변 국가 •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지배되기 때문이다. 

1.3. 내용 

대상에게 무엇을 가료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 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 

엇 보다도 대상의 요구와 주변 국가 •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결정된 교괴 목표기 반영되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상의 성격과 기타 언어교육 이론적인 고려도 충실히 반영되어 

야 한다. 교과 내용 결정 요인 몇 가지 를 구체적A로 이야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교과 목표의 반영 : 대학 영어 교과에 대한 주변 사회의 요구플 분석한 결과 다음 표 

에 보얀 바와 같은 정 보가 나왔다고 가정 하자. 

디]깐유학 

40 96 

에 핵 씬 진학 

45 % 

위의 표와 같은 비 율로 대상과 사회의 요구가 교과 내용에 반영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 

다. 즉 내용의 45%는 대학완 준비 를 위하여， 40%는 미국 유학 준비 플 위하여， 15%는 취 

직 준비 를 위하여 각각 할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졸업 후의 목표가 서 로 다른 학 

생틀을 같은 반에 넣어서 같은 교과서로 가르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대학원 진학， 미국 유학， 취직 ) 

를 위한 내용이 서 로 중꽉될 수 있다는 일이다. 즉 다음 Venn Diagram에 나타난 것과 같 

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에서 a는 세가지가 다 중복되는 부분이 고 b， c ， d는 각각 두가지가 중뷰되는 부분이 

며， e, f , g는 전혀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다. 중복 도수에 따라 a, b, c, d, e, f , g를 도표로 표 

시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도표는 교과 내용을 작성할 때 a가 핵심 이 고， e, f , g는 외곽이며， b, c, d는 그 중간에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도표는 외곽의 e, f , g가 가장 전문척인 내 



한국 대학 영어의 교과 설계 27 

rl1 " ~l ' 'í l~l. ι! 

용이고， 핵심의 a는 가장 비전문적인(=일빈적인) 내용이며， b， c， d는 그 중간임을 나타내 

기도 힌다. 그런데 b， c ， d나 e, f , g도 각각 그것들이 대표하는 대상의 수에 따라서 상대적인 

중요성이 엄밀한 의미에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교괴 내용 세부의 비중을 정하거 

나 목차를 정 할 매 쓸 수 있을 것이 다. 

(b) 대상의 흥미와 관심 : 교과 내용에 포함되는 Topic은 대상의 흥미와 관심을 끌만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시대 감각에 둬진 Topic 보다는 시대 감각에 맞는 Topic이 

대상의 흥미를 유발 시 킬 수 있으므로， 후자가 전자보다 적절한 Topic이라고 하겠다. 그리 

하여 같은 정 치 기-라도 John F. Kennedy가 George Washington보다， 그리 고 같은 물리 학 

자라도 Albert Ein s t e in이 Isaac Newton보다 흥 미 로운 Topic이 될 것이디. 아마 이것은 

Kennedy와 Ein s tein이 각각 Washington과 Newton보다 본질 적 으로 위 대 해 서 가 이 니 라， 대 

상의 입장에서 플 때 전자가 후자보다 더 T emporal Immediacy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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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 상의 입 장에 서 볼 때 SpatialjPsychological lmmediacy가 있 는 Topic이 그 렇 지 

않은 Topic보다 흉미로울 것이다. 그리히여 대학생이 대상인 경우 일만적으로 이성 교제 

의 Topic이 노인 문제의 Topic보다 흥미로울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인물이나 사건이 그렇 

지 않은 것보다 대상의 흥미블 끌기 쉬운 것도 전자가 후자 보다 Psychological lmmediacy 

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페 Psychological lmmediacy가 Temporal 흑은 Spatial lmmediacy에 우선하는 듯 하 

다. 그리 하여 , 현 NATO시 령 관 Alexander Haig 장군이 고 Douglas MacArthur장군 보다 

시 간 및 공 간적 인 lmmediacy는 크지 만 Psychological lmmediacy에 있 어 서 는 MacArthur가 

Haig 보다 크다. 그리하여 MacArthur에 관한 이야기가 Haig에 관한 것보다 대상에게 흥 

미로울 가능성이 크다. 

대상의 졸업 후의 계획과 연관되는 Topic이 그렇지 않은 것 보다 흉미로울 것이리는 것 

도， 여 기 서 이 야기 한 Psychological Immediacy의 이 폰으로 설 명 할 수 있다. 여 기 서 떤의 

상 lmmediacy를 셋으로 구분하여 이야기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들 셋 사이의 구분이 분명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Topic을 선택 할 때 lmmediacy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다양성 (Diversi ty) 이 라 하겠다. 즉 

아무리 대상에게 lmmediacy가 큰 (즉 흥미로운) Topic들이라도 유사한 것만 나열해 놓 o 

면 단조로워진다. 예 를 들어 인구 문제를 연구할 학생에게 가르치는 영어 교과라도 인구 

문제 자치1 에 관한 글만 실으면 단조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 운제와 직접 • 간접으로 관 

련된 식량 문제， 주택 운제， 남녀 관계， 노인 문제 ， 자원 문제등을 다양하게 아울려 취급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 떻든 교과 내용에 담을 Topic은 lmmediacy와 Diversity 두 요인을 잘 조화시키면서 골 

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대상의 홍미 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고 따라서 학습 효과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의 흉마 를 교과의 Topic에 반영시킬 때에도 앞에서 소개한 Venn 

Diagram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c) 난이도 : 다른 조건이 모두 같A면 쉬운 것에서 어 려운 것으로 서서히 옮겨 가는 내 

용이 바람직 하다. 교과의 시발점에서는 대상의 과거 학습경력에 비히여 너무 어 렵거나 너 

무 쉬운 내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은 대상이 흥미와 의욕을 잃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과의 종지점에 이르러서는 내용의 난이도가 최소 

한 대상의 장차 종사할 분야에서 필요한 정도에 까지 올라 있거나 거기에 육박해야 할 것 

이다. 즉 교과 내용은 그 난이도 둥에 있어서 대상의 과거와 미래에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d) 걸이 : 교과에 사용할 교괴서의 길이는 대상， 목척， 내용 등과 그 교과에 배당된 시간 

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를 이루는 Unit Lesson의 길이도 잘 조청하여야 

한다. 너무 걸면 지루하고， 너무 짧으연 내용이 벌 수 있다는페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필 

자의 경험으로 보아 교양 영어의 경우 일주일(세시간)에 9페이지 이상이면 좀 우리이었던 

것 같다. 물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양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말할 필요 

도 없다. 

(e) 사회 • 문화척 내용 : 일반적으로 영어 교과의 내용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언어척 내 

용(Linguistic Content) 이다. 즉 영어의 구문과 어휘등에 관한 내용이 강조띈다. 반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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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문화적 인 내 용은 흔히 경시되는 경헝이 있다. 

그런데 영어는 다른 어떤 언어나 마찬가지로 Person-to-person Communication의 도구이 

고 Cultural Matrix 안에 존재 하기 때 문에 사회 • 문화적 인 의 미 를 갖고 있다. 그리 고 영 어 

의 사회 • 문화적 의미 를 터득하는 것은 영어의 언어적 구초플 배우는 것 옷지 않게 중요하 

다. 왜냐하떤 앙어의 사회 • 문화적 의마 을 모르면， 영어의 언어적 구조플 알아도 영미인과 

진정한 의미의 의사 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1. 4 . 땅엽 

그러떤 위와 같이 정해진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 몇가지 중요한 

문제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Sequencing : 가르치는 내용을 어떠한 순서로 가르칠까 하는 문제가 있다. 소위 

Sequencing의 운제 가 있는 것 이 다 . Sequencing을 결정 하는 기 준은 여 려 가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여 쉬운 것을 먼저 가르치고 어 려운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방법이 있는데 이 를 소위 Grading이라 한다. 둘째로는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짧은 것을 

긴 것 보다 먼저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 세째로는 홍미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수 학생에게 

흉미로운 것을 소수 학생에게 홍미로운 것 보다 먼저 취급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흥미도 

는 1. 3. 에서 말한 Immediacy의 개념을 사용하여 청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로 1. 3. 에서 

제시한 핵심의 개념을 사용하여 핵심적인 것을 그렇지 않은 것 보다 먼저 취급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내용을 전문적인 내용 보다 먼저 가르치게 될 

것이다. 끝으로 Genre 별로 Sequencing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Essay를 먼저， 다음￡ 

로는 단편을， 그리고 끝으로는 시 를 가르치는 식의 Sequencing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Sequencing의 다젓 가지 기준을 말하였는레 전통적으로는 난이도나 Genre별 기준 

만이 주로 쓰여 왔다. 그러 나 이 렇게 단일 기준을 쓰는 것보다는 다젓 기준을 모두 사용하 

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다. 물론 기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다. 기준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Hierarchy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홍미 도>핵 심 도>난이 도>길이 / Genre" 

이 Hierarchy에 의하연 흥미도는 핵심도에 우선하고， 핵심도는 난이도에 우선하며， 난이 

도는 길이나 Genre에 우선한다. 그리하여 Sequencing을 할 때 홍미도와 난이도 사이에 갈 

등이 있으면 흉미도가 우선이묘로 난이도를 무시하고 흥미도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 니 위의 Hierarchy에도 문제는 있다. 예 를 들어 X와 Y 두 개의 글이 있고 이 두 글이 

흉미도에 있어서는 X가 Y보다 우선하고， 난이도에 있어서는 반대로 Y가 X보다 쉽다고 가 

정해 보자. 그리고 X는 Y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데 반하여， Y는 X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 

각해 보자. 이 러 한 경 우 우리 의 Hierarchy에 의 하면 Sequence를 선X 후Y로 해 야 하지 만， 

그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지는 분영하지 않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우리의 Hierarchy 

는 X와 Y의 차이가 문제의 두 기준에서 엇비슷할 때에만 적용된다 하겠다. 

(b) 능팩별 반 편성 : 위에서는 교과 내용의 Sequencing에 대하여 이야기했마. 여기서는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따른 반 면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고 한다. 즉 능력에 따라 초 • 중 

• 고급둥으로 분류하여 각각 능력에 알맞는 정도의 내용을 가르져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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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하여서는 물론 Placement 

Test룹 사용하여 야 할 것이 다. 

(c) 네기능의 상호 보완 : 네기능(Four Skills)을 가르칠 때 싱호간에 최대한의 기능한 연 

관을 지으면서 가르치연 상호 보완 작용이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 뿐만 아니략 (특히) 

학생의 노력 부담이 감소되는 이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네기능간의 상호 연관 관계는 다음과 같이 지을 수 있다. 독본에서 어 떠한 구문과 표현을 

배웠다고 할 때， 이것을 작문이 니 회화 흑은 청취 력 공부에서 새룹고 흉미로운 Context에 

넣어서 공부하게 한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구문과 표현은 같은 것이되， 그것이 쓰이는 

Contexts는 독본， 작문， 회 화， 청 취 력 공부에 서 서 로 다르게 해 야 한다는 점 이 다. 이 렇 게 

하연 한가지 를 배 운 후， 이 를 지 루하지 않게 세 벤 이 나 소위 Meaningful Contexts에 넣 어 

응용할 수 있게 되어 학습 효과가 커질 것이다. 

같은 구문이나 표현을 독본， 회화， 작문， 청취력 공부에서 똑 같은 Contexts에 넣어 연 

숨하면 무의 미 한 반복에 불과히 여 학생 들을 지 루하게 만들고 따라서 학습 효과를 저 하시 켜 

버린다. 그러므로 한 기능의 공부에서 배운것을 다른 기능의 공부에서 반복하되 그것을 기 

계적으로 그대로 반복하지 말고 응용력을 기르연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새 로운 

Cntext애 넣어서 반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d) Communication 중심 : 쓸모 있는 외 국어 교육이 되 뇌 연 영 어 교육이 Exercise in 

Linguistic Analysis이 기 보다는 Exercise in Communication이 되 어 야 할 것 이 다. 즉 

Linguistic Competence보다는 Communicative Competence를 교육 목표로 하여 야 할 것 이 다. 

그러니까 영어의 문법적 분석이나 자구 해석 만을 능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어를 진 

정한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쓰는 연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Discrete-point Approach보다는 Integrative Approach를 써 야 할 것 이 다. 

예 를 들어 Reading을 가르칠 때 문장 하나 하나의 뜻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 

(Passage) 전체의 대의 를 파악하고 거기서 무엇을 추리히-고 펼요한 견론을 얻는 능릭이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문 교육에 있어서도 문장 하나 하냐를 문법적으로 옳게 쓰 

는 것도 중요하지만j 그 보다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필자의 생각을 조려있게， 경제적 

으로， 영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부에 너무 신경 쓰다 보띤 전 

치l 가 희생되는 일이 있 o 니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e) 어휘의 중시 : 구조주의자들을 비훗한 현대 언어학자들의 영향으로 언어 교육에서도 

구조(=구문)을 중시해 왔다. 상대적A로 언어 교육에서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였 

었다. 그리하여 혁생들이 구조는 쉰 알지만 어휘 를 걸- 팔다 지기 뜻을 전혀 표시하지 못하 

고 상매벙-의 밀을 알아 듣지 옷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구문을 어휘 보다 중시하던 종전의 교육 방법을 버리고 아휘 

를 구문 보다 혹은 양자를 동일하게 중시하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구문은 흘 

려도 필요한 어휘만 나열하면 최소한 의사 소동-이 가능하지만， 역흐로 구문은 맞지만 어휘 

가 맞지 않으면 의사 소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약해야 할 것이다. 

(f) 오류에 관한 태도 : 영어를 가르칠 에 우리는 오류에 대해서 너 무 만감했띤 것 같다. 

물흔 이 는 소위 ALM의 Habit-formation Theory에 따라서 잘못된 습관은 일 단 형 성 되 연 

지우기 어 려우묘로 이 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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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류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띤 어느새 우리는 주녹이 들려 영 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 옷 

히게 된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도 오류를 맘하는데 외국인인 우리들이 좀 흘린다고 

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외국인이 조금 서투른 영어를 하는 것이 매 릭 있 

게 들리고 또 다른 이점도 있을 것이다. 더더구나 요즘 Error Analysis 이론에 의하변 어떤 

Error는 배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라 힌다. 즉 Error는 언어 습득의 필요 

악일 지도 모른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오류를 죄악시 하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학생들이 좀 플리더 

라도 자기 뭇을 표현하도록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선 의사 표시， 후 오류 시정의 태도 

를 취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오류를 장려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g) “ Instrumental Motivation"의 이 용 영 어 를 영 어 자체 를 위 하여 (English for its 

own sake) 배 우는 것 보다는 영 어 플 도구로써 (English as an instrument) 배 울 때 가 효과 

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후자의 경우가 전자의 경우 보다 강한 동기 유말이 가능하기 때문 

이라고들 풀이한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서는 동기 유발 이외에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본다. 우 

리의 의식 (Awareness)이 전자의 경우는 의미 (Context)보다는 구조(Form)에 집중되고， 후 

자의 경우는 그와 징반대이다. 그런데 정상 언어 사용에서 우리의 의식이 구조 보다는 의 

미에 징중되는 사실로 보면， 전자 보다는 후자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전자 보다 후자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아주 당연하다 하겠다. 

일제 치하의 한국 학생들은 모든 과목을 일본말을 도구로 하여 배웠으며 그 결과 모두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미국에 이민한 한국인 2세들은 학교 생 

활을 모두 영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하는 결과 모두 영어에 유장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는 물론 외국어를 Instrument로 배 울 때 거기서 강한 Motivation과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 

의 분위기가 생겨나가 해문이라고 하겠다. 

여기에 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영어 교육은 영어를 위한 영어 교육이어서， 학생들로 부 

터 강한 동기도 유발시키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영어 습득 분위기를 마련해 주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의 효율성을 논할 때 이러한 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현실의 검토 및 비판 

앞에서 이야기한 이론적인 틀을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 대학 영어의 현행 교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 • 비판해 보기로 하자. 여기서 대학 영어라 함은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영어(흑은 교양 영어)를 지칭하고， 전공과목에서 간혈적으로 사용하는 영문 원서를 통한 

영어 공부는 제외한다. 그 이유는 전자는 대학생이연 누구나 의무적으로 택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기 혜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현행 대학 영어 교과의 비판의 대상이 될만한 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 

다. 그 중 중요한 것을 요약 •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 목표 반영의 문제 

2 여기서늠 instfunlental motjvation을 일부 학자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쓴닥‘ 



32 語學몫f究 第15卷 第 1 號

현 냉 교과는 과연 학생(=대상)과 국가의 목표를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 상(과 국가)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아 보아 

야 한다.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3로서는 대 학생들이 최고의 학문과 기 

솔을 연마하여 필요한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의 기수가 되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바램이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엽 휘망이나 현황에 잘 반영 되고 있는 것 같다. 

1979년도 서 울대 학교 졸엽 생의 취업률이 4월 말 현재 군입대자 20% 정도을 포함하여 95 

%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30% 정도가 대학원(과학원 포항) 

에 진학하였고， 23% 정도가 무역회사 • 중공업회사 • 국영기업체 등에， 10% 청도가 교육계 

에， 7%정도가 의약계에 각각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78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은 대학원 진학과 유학이 배 이상￡로 증가한 것이라 한다. 

홍미로운 것은 1979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졸엽후 취 

업 목표에 졸업생의 경우와 유사한 분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단 신엽생의 경우 대학 

원 진학과 유학 지망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 

그러면 이러한 대 학생들의 졸업 후 목표가 대 학 영 어의 교과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 

가 알아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 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대 학원에 진학 

하거 나 미국에 유학할 경우 필요한 Extensive Reading과 Composition 능력 에 충분한 배 펴 

가 주어지고 있는가?， (냐) 미국에 유학할 경우 필요한 청 취 및 회화 능력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교과인가? ， (다) 회사에 취직 할 경우 필요한 실무 영어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교 

과인가? 

불행히도 위와 같은 물음들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으로 맙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려의 

현실이다. 예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영어로 쓰인 한정된 양의 단편 소설， 수필， 시플 가지 

고 문법 분석과 자구 해석을 일삼는 것이 고작이기 예 문이다. 

2.2. 대상의 취 미/관심의 문제 

대 상인 학생의 취미와 관심이아 어떻든 상관 없이 ， 교수의 취 향에 따라서 교과서에 포항 

된 글들의 Topic이 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영미 작가의 단펀， 수필 ， 시 몇펀올 

묶어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과서 에 수록된 이런 작풍 중에는 

Archaic English로 된 것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들은 Immediacy가 약하다 하겠다. 

필자가 가르치는 서울대학생 100여명 을 상대 로 물어 본 결과 위와 같은 내 용의 교과서는 

너 무 단조롭다는 응념이 과반수였다 또한 이 들 학생 중 다수가 현대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글들을 교과서 에 실어 주있으면 하는 휘땅을 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대 칠회， 예 술， 과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과 공해 ， 인구， 자원 등 우리의 당연 문 

제 도 다루어 졌으연 하는 것이 다수 학생들의 소망이었다. 

3 이 자료는 “서 울대학교 통창회보" 1979년 5월 1일 자 10연에서 인용한 것이다 

4 이것은 서울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가 1979년 도 서 울대학교 신업생올 상대 로 조사한 “서 울대학 

교 신입생 특성”에서 밝혀진 것이다. 

5 응답자의 반쯤은 일학년생 들이 었고， 나머지 는 3. 4학년들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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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퍼떤- 학생들피 소망괴 떤실 사이에는 너우냐 큰 차이가 있음융 알 수 있녀 . 그런데 이 

차이가 크면 갈수콕 우리의 영어 교유은 그만큼 그 효율이 저히되는 깃이다. 

2.3. Transit i on의 문제 

고교영 어와 대학영어 사이 뿐띤 아니라 대학영어와 대학 솔업후 (사용할) 영어 사이의 

Transition이 잘 되어 있는가의 운재야다. 후자에 대해서는 이미 2. 1.에서 간접적으로 나마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전자만을 고려하기로 하자. 

고교영어와 대학영。1 사이의 Trans ition이 잘 되어 있는지 알이 보기 위해서 펄자는 서울 

대학교 l학년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단을 얻었다. 첫째로는 

고등학 .ì?_ 3 학년 영어에 비히 여 대학영 어가 너무 어떤다는 것이었다. 둘째 로는 전체의 양은 

고3 잉 어에 비 해 델 로 많지 않지만 한 괴 (Lesson)의 길이가 깐지기 너 무 걸어져서 압박검 

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셋째로는 대학에 오면 Grammar-Twn s l at i on보다 고자원적 망 lf}JL 

로 꽁부할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러한 석 생들의 반응으로 보이→ 적어도 서울대학교의 경우 고교영어와 대학영어 시이의 

Tran si tion이 부드럼게 이 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드먼지 옷한 1 ‘ ran 

.s i t i oJ1은 학생의 의 직→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특히 반성의 대싱이 되어이 하겠다. 

() ‘ 1. Seql1encing의 문제 

떤 행 대학영어 교괴서의 대부분은 그 내용이 Sequencing이 전혀 체계적으로 되 어 있지 않 

다 해도 괴언이 이 니다. 대부분의 경우 Genre별 니열이 고작이고J Sequencing의 보다 중요 

한 기 준인 흉미 도， 핵심도， 난이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 하여 다 

각적 인 Sequencing에서 얻을 수 있는 학습의 효과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2.5 . 능력별 반 편성의 문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관계 없이 모두 같은 l간에 넣어시 기르치고 있 

다. 섣사 같은 반에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교과서-를 똑같은 기간에 끝내는 실정 

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의 능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동일 계 띈 우시힘 입학생들의 

대부분은 중학교 정도의 영어도 지}대로 모르는가 히면， 일반 진학생들 가운데서 우수한 학 

생들은 교수에 B] 해서도 손색이 없는 영어 실랙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기l 는 우수한 학생을 위주로 편찬된 교과서 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보 

통이다. 그려하여 “우등생”은 그런대로 좋지만， “열등생”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한 

학기가 지니가 마퍼는 갓이 다. 그렇다고 해서 “연등생 ” 위주의 교과서를 씨도 문제는 해검 

되지 않는다. 왜냐히 띤 그러한 교과서에는 “우등생 ”이 배 -온-만한 내용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눈이다. 이렇듯 우등생과 념등생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곱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아느 쪽이건 딴 쪽이 희생되게 마련 이다. 

2 .6. 4기능의 상호 보완 문제 

대부분의 대 학에서 Reading만을 기르치고， 소수의 대학에서 Liste ning도 가르친다. 그러 

나 Writing과 Speaking도 가르치는 대학은 없거나 흑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Listening을 가르치는 소수의 경우에도 대개는 Reading과 전혀 관계 를 짓지 않고 다루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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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능 간의 상호 보원에서 얻을 수 있는 학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 7 . “ Instrumental Motivation "의 문제 

우리 니라 대학들에서는 영어를 학습의 매체 흑은 도구로써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영어 

를 위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히여 잉어륜 도구로 기-르칠 때 얻을 수 있는 긴한 학 

숨 동기라든가 지연스러운 영어 슴득의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잉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8. 분석적 교육의 문세 

대부분의 대학에서 영 어 륜 위한 영어를 가르치다 꼬니 지연히 영어의 구조 분석을 일삼 

는 소위 Discrete.point Approach괄 쓰게 되 있 다. 그 런 데 언 어 사용은 Analysis 펀 상이 라 기 

보다는 Synthesis현상이므로 분석적인 교육 망냄으호는 언어 사용 응럭을 결러 주기가 어 렴 

다. Synthesis를 강초하는 Integrative Approach가 언 어 사용 능 력 의 배 양에 더 적 절 하으 

로 이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란직하다. 

2.9. 어휘 경시의 운제 

20세기 이론 언어학의 영향으로 언어교육에서 문법을 강조하고 어휘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1.에서 지적한 바 있다. 한국 대펙 영 어 교육도 여기의 예외는 이니디. 그리하여 문 

법은 아주 잘 알면서도 적절한 어휘를 구사하지 옷하여 영어의 벙어리가 된 학생들이 대부 

분이다. 문법은 좀 서투르더라도 적섣한 어휘 를 쓸 수 있으연 벙어리 신세는 면할 수 있다 

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어휘 중시의 풍조를 일으켜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2.10. 사회 • 문화적 내용의 문제 

일반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때 영 어의 언어적 인 면은 강조하나 사회 • 문화적인 면은 무시 

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영 어의 존대법 동 사회 • 운회적 인 관슴을 전혀 모르는 채 대 

학을 나온다. 

그 결과 자기 를 초대해 준 미국인이 인사말로 Come see us an y time이 라한 킷을 그데 쿄 

받아 들여 예고도 없이 한밤중에 그 섬에 찾아 가는 실 례 플 멤하기도 한다. 이것은 물콘 

Come see us any time이 라는 사교상의 protocol이 갖는 사회 • 문화적 인 의 미 를 오해 한데 서 

유래 할 수 있는 온의 아닌 실례이다. 

한국에서는 흔히 영어이l 존대냄이 없다고 잘옷 생각하고 학생들에 게 이 를 가르치지 않는 

다. 그 건과 미국에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은 은히 교수등에게 존대 말을 쓰지 않아 미움을 

사는 수가 있다. 이 경우 한국 학생은 영운도 모르는 오해 플 미국인 교수로 부1õl t닫는 것 

이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 • 실젝 들은 영 어 교과에 존대엽 등 영 어 의 사회 • 문화적 인 

관습에 관한 내 용을 표함시켜 가르치면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띈다. 

2 .11. 오류 취급의 문제 

앞에서 지적했듯이 소위 ALM의 영향으로 현대 언어 교-유에서는 일반적으로 오류를 용 

납하지 않는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인지， 우리 니라에서도 오류 불히의 태도가 깊이 뿌리 

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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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무 오류 근섣을 강조한 결과， 학생들이 요류 공￡증에 걸 려 행여냐 를릴까 봐 자기 표 

현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오류를 

장려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두려워해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3. 교과 설계 - 제안 

지금까지 교과 설계 이론과 현행 한국 대학 영어 교과의 성격 에 대하여 이것 저것 살펴 

보았다. 이러한 지금 까지의 토론을 근거로 하는 이상적 인 대 학영 어 교과 설계의 주요 왼 

직을 C날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학생들에 대한 국가 • 사회의 기대와 학생들 자신의 졸업후 목표를 교과 옥표에 충실 

히 반영한다. 

( b) 학생들의 취미와 관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를 교과 내용에 충실히 반영한다. 

(c) 고교영어와 대학영어가 무리없이 엔결되도록 한다. 

(d) 흉미도， 핵섬도， 난이도 등 기준에 따라서 교과 내 용의 순서 를 결정한다. 

(e) 능력 멸 반펀성 제도플 활용한다. 

(f) 네 기 능의 상호 보완을 극대 화하도록 교과 내 용을 조정 한다. 

(g) 적당한 양의 시회 • 운화적 인 내 용을 교과에 포함시킨다. 

( h) 아주 많은 양의 영 어 를 읽고 들을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작성한다. 

( i ) 영어끌 전공 과옥 공부의 부분적인 도구(=매체 )로 사용하여 대학영어 교융의 

흔 전공- 학과에 서 맏도록 한다. 

일부 

이상과 같은 원칙에 입걱히여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이상적인 교과플 만들 수 있을 것 

이 다. arvg의 경우 이러한 이상적인 내 용이 무엇인지가 앞의 l장과 2장의 언급에서 이마 

분명해졌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arvg 

의 구처l 적 인 내용에 대한 언곱은 생략하기 로 하고 h와 i에 대한 것만 이야기 하겠다. 

첫째 다독(Extens i ve Reading)과 다청 (Extensive Listening)은 여 러 가지의 효과를 갖는 

다. 그 가운데 하니는 디독과 다칭의 과정 에서 자연히 어휘와 구문의 능력이 증대되어 읽 

기와 듣기는 물콘 쓰기와 말하기의 능랙도 따라서 향상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니의 효과는 

운장 하냐 하나플 분식하고 풀이하는 분석적 인 능력 보다 연결된 Discourse의 뜻을 전체적 

￡로 파악하는 합성능력을 기르게 하여 실제 로 쓸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기르게 한다는 것 

이다. 뿐만 아니 라 정상적인 언어 습득 과정에서 듣고 읽는 양이 말하고 쓰는 양보다 훨씬 

많다는 전도 고뇌할 수 있다. 이 러한 점 들을 참작하여 우리는 대 학영어의 교과 설계에 다 

독과 다칭을 포함시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다독을 위해서는 영운으로 쓰인 장펀 소설， 전기， 신문， 잡지 등을 읽히고， 다청을 위해 

서는 영문으로 된 연속빙송극， 영화， Documen tary , 강의 등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능릭별 반편성을 할 경우 초급빈에서 보다는 고급반에서 다청 • 다독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없을 것이다 . 

둘째로 영어를 전공 과목의 매체로 사용하자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 Instrumen tal 

.Motivation" 등의 힘 을 빌 어 영 어 교육의 효율을 높여 보지-는데 그 의 도가 있 다. 구체 적 ￡ 

로 각 학과에서 전공 과목의 1 /2만이라도 영문 원서를 교과서로 원히고 간단한 영문 Pre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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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쓰게 하면 큰 효과를 거 둘 수 있으리려 믿는다. Precis가 어려우연 Reading만을 의우화 

해도 침체 상태의 우리 대학영어에 일대 전기 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전 

공 과목의 일부에서 만이라도 영어로 된 교과서를 사용하면 앞에서 말한 다독의 요구도 일 

부는 충족될 것이다. 

그런데 전공 과목의 일부에서 잉 어 플 독서 매체 (Reading Medium)로 채택하자는 의견은 

지금 까지 제안된 이상적인 교과 설계 아홈개 원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나머지 여닮개 원칙이 모두 지켜지지 않더라도 이 원칙은 꼭 질현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그것은 이 하나의 원칙만 실현되어도 우리 대학 영어 교육의 효과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4. 논 평 

위에서 제안한 대학영어 교과 설계는 몇가지 득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괴의 훗침이 

학숨자에 맞추어져 있어서 교수 중심이었던 종래의 교과와 대조적이다. 둘째， 교과가 주변 

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되어 다분히 상아탑적이었던 과거의 교과와 대조를 이 루고 있다. 

새째， 영어 를 의사 소통 및 전공 공부의 수단으로 가르치게 되어서 영어를 위한 영어 를 가 

르치던 종래의 교과와 대초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을 가진 교과 설계 플 실천에 옮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 몇가지 를 들띤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를 교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꾸려면 교수들의 태도에 180도 전환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교과의 규모가 

훨씬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묘로 막대한 투자와 제도상의 

개혁이 필요히-게 된다. 세째， 위에서 제안한 설계는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 

니므로 치밀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인내력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은 교수， 학교， 국가 등이 장기적 인 안목으로 헌신적인 협조 

를 해주어야만 가능하다. 그러으로 ， 여기서 제안된 설계의 실현 가치에 대힌 확신을 이 들 

에게 심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 

끌A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즈음 우리 나려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 학교 영 

어 교육을 시행히 는 것보다 충실한 교과 설계 를 바탕￡도 한 대학에서의 “만기” 영 어 교육 

이 훨씬 효과적이리라는 것이 필지의 신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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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urse Design for College English 

--With Specific Reference to Korea 

Nahm-Sheik Park 

As is suggested by its title, the present study aims at designingan EFL course for 

Korean colleges and universities . As such , it falls into nve chapters, of which the nrst 

is of an introductory nature. 

The second chapter discusses some issues of theoretical relevance tha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signing any worthwhile foreign- Ianguage course. One of the 

points made here is that a good course must faithfu l1y reflect the needs of the learner 

and of the community as well . 

The third chapter is a critique of the state of college English in Korea today. Among 

other things, it is c1aimed that the English course in current ‘vogue’ gives short shrift 

to the legitimate needs and interests of the learner. 

The fourth chapter proposes (a set of guiding principles for) an ideal course design 

for college English in Korea . One of the suggestions made here is that English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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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ed as a partiaI reading medium for aII content areas. 

The final chapter is a general commentary on the course design proposed in the 

preceding chapter. As such , it touches on som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course 

design and on some problems that we need to tackle if the design is to be implemented 

successful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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