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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I 

사회가 개방화， 국제화되면서 국외 대학과의 직접적인 교류 및 사회 제 분 

야에서의 국제교류가 중대되어 가고 있다. 야련 시점에서， 필요한 교류롤 원 

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이 필수척으로 요구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정보시대를 잘 개척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내에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홉수할 수 있느냐가 생 

존의 관건이 된다. 이런 현실적 요구에 부웅하기 위해서는 효윷척언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냐， 중·고풍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에 

서도 외국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투자 시간에 비해 너무 

나 미미한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각계 각충에서 비 

효율적이고 비실용척언 외국어 교육에 대한 버판이 대두되고 있다F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교육 프로그랩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전부터 기초적인 준비는 시작되었으나 93 

년 3월부터 94년 2월까지 하냐의 연구과제로 책정되어 집중적인 연구가 이 

루어지게 되었다. 듣기와 얽기 위주의 충·대단위반 강좌를 신설하여 이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의 회화 위주의 소단위반 강화를 개선하고 보 

강하는 데에도 관심을 쏟았다. 실용적안 측면을 부각하여 학생들이 현실척 

인 요구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가까이는 학생들이 진학， 취직 풍에 

1 본 연구는 1993년 3월 당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연구훨이었던 이영숙， 채회 
락(연구책임자)과 최인철에 의해 시작되었￡나 이영숙은 천반부에만 참가했고 후 
반부에는 연구원 윤청미가 참가하였다. 연구비롤 지훤해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에 감사한다. 톡히， 당시 소장이었먼 박남식 교수님과 주완수 과장념의 아낌없는 
도움과 격려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01 러한 문제점은 영어영문학 전공자를보다 오히려 다른 분야의 사랑들이 더욱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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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외국어를 효과척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제 교류를 웬 

만하게 하고 국제 정보를 원활히 홉수하게 함으로써 세계를 호홉하는 시민 

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이상척인 목척으로 셜청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를 살펴 보면，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던 외국 

어 교육 전 과정에 대한 평가 방안을 연구하여， 당시 어학교육의 성과를 분 

석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계량화함으로써 교육과정을 효과척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마련하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업평가의 모형을 개발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중점적인 과제이 

었다. 각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설문조사의 결과를 잘 분석하여 외국어 

교육 과청의 개선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과 더불어，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연구하려고 했다. 

2. 기존 외국어 교육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영어의 듣기와 말하기 중심으로3 현황 및 문제점을 먼저 살펴 보면， 무엇 

보다도 듣기와 말하기 교육 자체의 소훌을 들 수 있다F 중등과정의 영어교 

육이 독해 충심￡로 이루어져 있고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조차도 독해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었다. 서울대에서의 (교양) 영어교육은 전 재학생을 대상 

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구어 교육운 듣기만 한 학기 동안 주 1시간씩 총 16 

시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많은 학생들이 국제간의 교류에 한계를 느끼고 었다. 국제간의 

학문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있지만 영어의 듣기/말하기 능력의 부족으로 

효과척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학자 초 

청강연회， 국제 심포지움， 교환교수 캉의， 위성통신 강의 퉁 유용한 정보 교 

환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언어장벽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단과대학에서 기존 

강독 위주의 교육보다 듣기/말하기 중심 교육의 필요성올 강력하게 제기해 

오고 있다. 학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제분야에서도 국제간의 교 

류가 날로 중대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영어의 듣기/말하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영어 듣기/말하기의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올 얄펴 보 

3 여기서는 주로 영어에 국한시켜서 현황 및 문제점올 살펴 보겠지만， 다른 외국 
어의 경우에도 상황이 버슷하리라고 생각한다. 
4본 보고서에서 기술되는 현황 빛 문제점은 93년 이 연구가 시작훨 무렵에 간파 
된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전반척인 상황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 

에 그 내용율 현재형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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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첫째로， 듣기/말하기 교육의 절대적인 시간 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진 

정한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을 위해서는 약 720시간 (하루 2시간×주당 6일 

x60주) 청도의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Newmark 1971), 현재의 대학 

재학중에 받는 총 16시간의 듣기 교육만으로는 절대적￡로 부족하다. 둘째 

로， 강사의 구성 및 수업 방법의 문제가 있다. 영어의 듣기/말하기 교육올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수나 캉사가 아년 T.A.(강의보조자)가 대단위 

의 반에서 듣기에 국한된 수업을 피통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 

생들이 수업에 대한 열의가 별로 없으며， 가르치는 데에도 한계가 었다. 또 

한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하지 않고 가르치기 때문에 강의의 효윷성이 떨 

어진다. 셋째로， 통기유발 요인의 결여이다. 서울대 학생들은 (취직이 상대 

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타대학의 학생들보다 실용영어 실력의 중요성을 

덜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의 듣기/말하기 (Lab.) 수업의 

성적 반영 비율이 고작 교양 영어의 10% 정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소훌히 

하는 경향이 크다. 

다음으로， 영어의 읽기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보자. 우선， 독서 

능력 배양의 소홀을 들 수 있는데， 충등과정의 영어교육은 문법 설명이 중 

심을 이루고 있으며 독해는 단순히 구체적 문법사항의 설명을 위한 예로 제 

시되는 경우가 많다. 비록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은 독해 중심A로 이루어지 

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독이 아닌 정독 중심의 강의이기 때문에 소량 

의 원서만 대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많은 학생들이 유학， 취직시험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실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영문에 대해서는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새로운 내 

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 결과 새로운 정보의 홉수에 한계가 었다. 학 

생들이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한정원 분량의 원서만을 대할 수 있 

을 뿐이며， 이나마 몇몇 명작 소설이나 수필에서 발훼된 것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제화된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각 개인이 그때 그때의 시사성 교양과 전문 지식을 끊임없이 받아들 

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가 시작될 당시에는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캉의가 없 

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었다. 종합적 영어지식이나 독서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강의가 공식적으로 개설된 것이 서울대학교에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 

한 캉의는 취직이나 유학 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수요에 편승하여 사설 영업기관에 의해 많은 강좌가 교내에서 제공되고 

있었지만 다분히 상업적인 성격만 띠고 있었기 때문에 교재선택이나 강사 

진 풍에 문제가 많았다. 

영어의 듣기/말하기 분야와 얽기 분야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각각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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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보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면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을는지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읽기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의 중·대단위반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학 

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다 (4장 창조).5 그리고 동기 유발을 위 

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어 회화와 독해 

과목에 대해 S/U제도 (급락제도)를 채택하여 졸업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와국어 실력을 의무적￡로 쌓게 하는 것도 강력한 동기 유발의 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 이외에도 효과적인 수업관리， 어학능력 평가서 발급， 포상제 

도 마련 등을 통해서 동기 유발을 도모할 수가 있을 것이다효과적인 수업 

환리를 위한 한 방법으로 진단 • 형성 • 총합평가 등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 

여그 결과를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인 외국어 교육의 수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적 인 연구 방법으로 각종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외국어 교육 강좌의 실 

수요자인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강좌를 원하며 어떤 방식A로 캉의가 진행 

확기를 바라는지를 먼저 알아 보는 것이 좋은 강화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가 

완다고 생각했다. 물론， 학생들의 요구 중에는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수요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알아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컷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첫째， 학생 

들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Ql)가 있다. 둘째， 강좌 시작 전 수강과목에 대한 학생들 

의 강의내용， 강의방식 등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인 “수업 개 

션을 위한 설문 조사" (Q2)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의가 끝난 후 그 

강의 전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한 “수업 평가를 위한 셜분조사" (Q3) 

를 작성했다. 

설문지는 Q3가 제일 먼저 작성되어 사용되었￡며， 그 다음으로 Q2와 Ql 

이 만들어졌다 (<부록 2-1/2/3i 참조). 이들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는 

5 실제로 반의 규모는 작A면 작을수록 좋겠지만， 우수한 강사의 확보， 재정 상황 
퉁 현실척인 문제를 감안할 때 중·대단위반도 잘 활용할 수 있1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이련 의미에서， 통신망을 활용한 외국어 강좌의 개설도 척극적A로 검토해 

야할 것이다. 

6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Language Ques
tionaire"와 “ Course Evaluation Form" 그리고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 Course 
and Instructor Evaluation Form"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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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를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에 한 번씩 4회 실시했으며， Q2를 봄， 여름， 

가을 학기에 3회 그리고 Ql을 가을 학기에 1회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결과 

를 매번 분석하여 학기별로 교육과정의 수립에 반영하였다. 

4. 강좌 변천 

“어학연구소 외국어 강좌 변천 과정" <(부록 1))에 나타나 있듯이， 이 

연구가 시작되기 직전인 ’92학년도 겨울방학 동안에는 영국인 강사 2명이 

가르치는 영어회화반과 일본어 강사 2명이 담당하던 얼어 문법·독해반의 

강좌밖에 없었다. 이런 정도의 강화로는 학생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 더불어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개선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강사 사정， 재청 상황 등의 현실적인 요인들을 감안해 

볼 때， 가장 효과척인 방법이 실용적인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중·대단위반 

의 개설이라고 생각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구체척으로 다음과 같은 캉좌들을 염두에 두였으며 설 

문조사의 결과 등의 상황에 따라 신설이나 증설을 하기로 하였다: 유학， 취 

칙시험 준비를 위해 종합적으로 영어를 캉의하는 TOEFL반， 유명 일간신문 

이나 주간지 (Time, Newsweek 등) 강독을 위한 시사영어반， 대충성이 있 

는 명작소설이나 베스트셀러류의 시사성 교양지 캉독을 위한 영문명작강독 

반， 단어와 숙어를 효과적으로 슐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휘반， 명작영화 

나 AFKN 등의 방송청취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급영어청취반 등. 영문명작 
캉독반은 분야별로 ( 인문 •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분반하면 그 효과를 극 

대화시킬 수 있을 컷이다. 그리고 쓰기 교육을 위한 초 · 중 • 고급의 (소단 

위) 영작문반， GRE 준비를 위한 반， 논문작성 방법을 가르치는 반， 독서기 

법< reading techniques)을 키워주는 반 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어 이 

외의 언어에 대해서도 중·소단위 반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 50 

명 규모의 일본어 초급반과 20명 규모의 불어반을 먼저 개설하고 독어나 

노어 등의 언어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회화 중심의 소단위반을 개설하기 

로 계획을 세웠다. 

강사진의 구성을 살펴 보면， 소단위반 중심의 영어회화와 영작문은 영어 

모국어화자인 영국언이나 미국인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캉사의 자격 

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랑들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학위 소지자 

라도 능력이 인청된 경우에는 채용하였다. 고급영어청취， 시사영어 등 충 

대단위반의 경우에는 어학연구소 전임 연구원들이 캉의를 맡았다. 연구원은 

모두 영미지역에서 영어교육학 혹은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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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었다. 일본어와 다른 외국어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국어화자만을 강사 

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연구가 진행된 1년 동안에 일어난 강화상의 주요 변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록 1) 창조). 우선， 가장 두드러진 특정은 영어청취반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부록 3) (나)의 문항 (4) 에서 볼 수 있 

듯이， 청취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았다. 중단위반인 고급영어청 

취반은 처음에 1반A로 시작했지만 1년 뒤 인 ’94년도 봄학기에는 107fl 반 

이 되 었다 (1반→4반→5반→6반→10반). 대단위반인 TOEFL 청취 강화도 

1반 신설되었으며 그 후 2개 반으로 충설되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영어회 

화반이 중셜되고 영작문반이 신설되었다. 영어회화와 영작문에 대해서도 학 

생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으나 (<부록 3) (나)의 항목 (4)와 (5) 참조)， 

모국어화자 강사들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가 없었다. 그 다음￡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불어와 서반아어 회화반의 신 

설과 일어반의 강화이다. 일어반은 모국어화자 강사들을 채용하여 기존의 

문법·독해반을 더욱 내실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회화반도 신설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강좌 변화는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학생들 

의 수요에 의해서 생져난 것이다. 

5.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 

설문조사는 Ql을 가을학기에 1 회 실시하고， Q2를 봄， 여름， 가올 학기에 

걸쳐 3회 실시했으며， Q3를 봄， 여름， 가을， 져울학기에 4회 실시했다. 이 

중에서 Ql과 Q2가 어학연구소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강화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직접척으로 나타나는 설문조사이므로， 여기서는 이들 설문 

지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겠다. 각 항목에 대한 

반응의 구체적인 수치는 “설문조사 결과" (<부록 3))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 창에서는 주요 항목을 서술척으로 간단히 기술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반 

영했는지만 보이겠다. 

각 강화에서 사용하는 의사 전달 매체로서의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말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영어와 우리말을 혼용하거나 영어만 사용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갈은 과목이 2반 개설될 때는 1반은 영어만 사용하고 나머지 1반 

은 혼용하기로 했다. 영어회화반에서는， 물론， 영어만 사용하고， 고급영어청 

취는 반수에 관계없이 이해하기 힘든 청취교재의 특수성 때문에 주로 혼용 

을 하는 방식으로 결청했다. 강좌 충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는 도움 

이 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진단평가 (배치고사)， 형성평가， 총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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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시험을 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행청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 

에 현실척으로는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밖에 실시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수강하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 물은 항목에서는 고급영어청취와 

영어회화의 수요가 상당히 컸다. 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고급영어청취반을 

증설해 왔으며， 영어회화반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늘렸다. 증설·신설 

을 원하는 과목으로는 GRE반의 요구가 많았으며， 영작문의 수요가 절대척 

이었다. 여름학기부터 GRE반이 개설되었으며， 겨울학기부터는 영작문반이 

개설되었다. 영작문반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늘려가기로 계획했다. 

평상시 학기 중의 과목당 한 주 수업횟수로는 2회와 3회의 요구가 비슷 

하게 나타났다. 학기 중에는 정규수업의 부담이 았으므로， 한 주에 2번 모 

이는 것을 원칙S로 하였다. 방학중의 과목당 한 주 수업횟수로는 3회가 많 

으며 그 이상도 있었다. 방학중에는 한 주에 3번 모이는 것을 원칙￡로 하 

였다. 모임당 수업 분량￡로는 1시간반이 많으며 2시간도 제법 되었다. 학 

기 중에는 1시간반을 위주로 하며， 방학중에는 1시간반에서 2시간 청도로 

여건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 평상시의 수업 시간은 오전 9시 이전을 선호 

하며 저녁 4시 이후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있었다. 이에 따라 대단위반 강 

의는 새벽이나 저녁에 개설하며 중·소단위반은 특별한 제약이 없이 낮 시 

간대에 주로 배치하였다. 방학중의 수업시간은 오전 9시 이전과 오전중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여름방학 때는 8시경부터 강의를 개설하며 겨 

울방학 때는 9시경부터 개설해 왔다. 

6. 문제점 및 개선책 

이 장에서는 각종 강화를 운영해 오면서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선 

살펴 보고 어떤 개선책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 문제점으로는 무 

엇보다도 출석률 감소를 들 수 았다. 어학연구소의 강좌를 신청하는 모든 

학생들은 외국어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는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처음에 퉁 

록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석하지 않는 학생의 수는 정규과 

목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수업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 .. (Q3)의 결과나 

강의실에서의 학생들 태도 등으로 판단하건대， 학생들이 캉의 내용이나 캉 

의 방식 등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구 

소 강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좌 후반부에서 출석률이 저조 

했던 원인은 첫째로， 강화들이 비학점과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규 학 

점과목만큼 강한 통기 (버록 외부척이고 캉압적인 원언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를 가지지 못하고 었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었다. 툴째로， (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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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경우) 강의를 새벽과 저녁의 불편한 시간대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7 여 

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강의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늦어서라는 응답과 바빠서라는 응답을 한 경우가 많았다 

<<부록 3> 참조).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 
에 수업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도 출석률 저조의 한 원인이 되었으리 

라 생각한다. 

그 다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체계적인 계획과 정책적 연속성의 부 

족에 대한 우려였다. 각종 프로그램과 강좌를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총괄/ 

감독하고 연구 지원할 전임 교수는 한 명도 없고 인문대에서·임기제로 파견 

되어 근무하는 교수와 임시직으로 있는 연구원들에 의해 전체 프로그램이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강사의 수급에도 상당한 문제가 

았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어회화와 영작문에 대한 수요는 폭발 

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유자격 모국어 

화자를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관리 인원의 부 

족을 들 수 있다. 효과적인 수업관리를 위해 각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 

험을 치르더라도， 이를 분석하고 관리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므로 

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척은 인원이 천명 이상의 새 

로운 학생들을 관리해야 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가 없었다. 또한 어학연구소의 위치가 학교 중심부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위에셔 그 동안에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다음에는 이 

러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 그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로 한다.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수업 관리에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 

를 위해， 진단， 형성， 총합평가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출석 관리를 엄정하 

게 하며 시험결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진단평가 (배치고사)의 

결과로 일정수준에 도달한 학생들만 강화에 받아들엄으로써， 탈락한 학생들 

로 하여금 각성하여 스스로 콩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 

로 반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엽의 효과도 중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기 중 출석관리를 엄청히 하고 정기적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수업 

의 효율을 더욱 중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험결과의 효율척인 관리 

를 위해서는， 전산화된 개인별 성적 카드를 작성하고 총괄적 성적뿐만 아니 

라 언어능력 항목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성척도 산출해야 할 것이다. 

7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개설된 강의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정규과목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강료를 따로 지불하고 수강하는 비청규과목이었기 때문에 강 

의는 (특히， 대단위반의 경우에) 주로 정규강좌가 시작되기 전 시간인 새벽이나 

정규강좌가 끝난 저녁에 개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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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강력한 동기 유발 수단으로는 정해진 과목에 대해서 

SjU제도 (급락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졸업논문 제 

출의 선수 조건으로， 영어 청해 (회화)와 독해에서 평가를 받아 S를 받아 

야만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뛰어난 외국어 능력의 소지자는 과목을 수 

강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일련의 과목에서 

자기의 실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도는 영어 청해와 독해를 독립된 교양과목으로 채택하여 일청수의 학점 

을 취득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교양영어의 일부로 (0.3학점) 청 

해 수업만 형식적￡로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제도의 채택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적무로 동시에 실시하기 

어려우면 희망 대학이나 희망 학과에 한하여 이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학연구소와 개별 대학이냐 학과와의 연계성이 필 

요하다. 각 대학·학과의 필요에 따라 어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강좌에 학점 

(SjU 혹은 AjBjCjD)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학·학과의 정 

규과목과 시간 중복을 피하여 효과적인 시간대에 캉의를 개설할 수 있는 창 

점이 있다. 물론， 청규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하거나 개별 대학과의 

연계성올 맺는 문제는 어학연구소 자체만의 노력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 

며 학교 당국의 척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위에서 제안한 강제적 동기부여 장치뿐만 아니라， 어학능력 평가서 발급， 

포상제도 마련 등의 자발적 통기 유발을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어학능력 평가서는， 예를 들어， 캉좌 끝무렵에 실시하는 총합평 

가의 결과에 따라서 영어 구사력을 세분하여 절대평가 방법에 따라 5단계 

로 구분한 평가서를 발급할 수가 있을 컷이다P 이 어학능력 평가서는 해외 

유학이나 회사 취직 동의 경우에 요구되는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얼 수 있 

을 것이다. 포상제도로는 수강료 면제， 단기 해외 어학연수 퉁이 고려될 수 

있다. 수혜자는 수업중 활동， 출석률， 시험 결과에 따라 나온 성취도， 각종 

외국어 경시대회에서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생들의 동기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위에서는 주로 수강 학생들을 위한 통기 유발 제도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 

데， 이에 못지 않게 강사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캉좌와 학생들 

올 대하느냐도 성콩적 인 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육성과에 관계 

8현재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의 영어검정시험 (Seoul Na
tional University Criterion-Referenced English Proficiency Test)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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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일정한 보상만 하는 체제로는 강의의 창의적 발달이 어렵다고 생각한 

다. 일정한 보수 이외에 상여금과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Q3의 결과， 수업 참관 등을 바탕으로 일청 버윷의 

륙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 될 것이다. 

그밖에도， 전임교수의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조교 및 전산전문 요원의 

중원이 펼요하다. 407ij 이상의 강좌에서 2，000명에 가까운 수의 학생들에게 

연중 계속하여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간강사로만 강의할 경 

우 수엽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으며 전체척 체계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전임교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재 준비 둥의 강의 보조적 

일을 할 조교 및 일반 직원의 충원과 수강생 및 수강생 성적의 전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율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산전문 행정요원이 필수불가 

결하다. 영어회화와 영작문을 가르칠 모국어화자의 수급문제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유관단체를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 

로 홍보하여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관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이 

다. 또 다른 방향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영어회화냐 영작문을 모국어 

화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연구원이나 강사들이 분담하여 강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모국어화자 캉의를 수강하기 

전의 기초반을 이들이 담당하든지 혹은 같은 반을 모국어화자와 공통으로 

가르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외국인의 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서 더욱 효과적인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소의 위치가 학교 중심 

부에서 떨어져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순환도로를 도는 셔틀버스를 효율 

척으로 운행할 수 있으면 다소 해결될 수 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척인 수업관리，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원 충원 퉁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어학연구소 자체의 노력만으로 이 모 

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와 정부차원의 재정， 인력 및 제도 

적 지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었다. 

7. 활용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1993년 3월부터 1994년 2 

월까지 실시한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의 수업평가 모형 개발 연구”의 결과 

롤 간략하게 청리해 보았다. 새로운 외국어 교육 프로그랩을 개발하고 개선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활용된 자료는 여러 번에 걸쳐서 실시한 각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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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이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명가하고 개선해 나갔다. 특히， 제콩되는 강좌의 종류냐 수를 

결청함에 있어서는 훨 수 있으면 학생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노력 

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프로그랩의 장단점 

을 객관척 자료로 계량화함으로써 명시척￡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 

리척이고 효윷척인 교육과정을 수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최대 장 

점이라고 생각한다. “실용척언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척이었 

음을 감안할 때 실소비자들의 반웅을 중요시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다. 

본 앤구의 결과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지 

속척인 개선을 위해서 앞￡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 연 

구는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랩에 대한 것이 

었지만， 다른 대학이나 일반 기관에서도 효율적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의 연구결과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교육내용과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척 

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남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설문조사를 

잘 활용하면 시대척 변화에 따르면서 그 내용을 척절하게 잘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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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구소 외국어 강좌 변천 파정 
1993학년도 (1993. 3-1994. 2) 

# 밀줄 부분은 새로 개셜된 강좌를 나타내거나 전 학기와 버교해서 변 
화가 있었던 부분을 나타냄. 

가. ’92, ’93 겨울학기까지 

강사: James Foley, Julian Hadland (영어회화 담당) ; 강권순， 강조마 
(일어담당) 

영어회화: 8반 (120명 정도) 

얼어 (문법 ·독해): 2-3반 (100-150명 정도) 

나. ’93 봄학기 (전체 학생수: 576명) 

장사: 이영숙， 채희락， 최인철 (영어 독해/청해 담당); James Foley; F. 
Masson (불어회화 담당) ; 캉권순， 강조미 

영어 독해/청해: 고급영어청취 l반 (51 명)， 시사영어 1반 (1 17명)， 

TOEFL 2반 (1 91 명) 
영어회화: 4반 (69 명) 

초급불어회화: 1반 (13명) 

일어 (문법·독해): 3반 (135명) 

다. ’93 여름학기 (1，523명 ) 

강사: 안병규， 윤정미， 이영숙， 채희락， 최인철; James Foley; F. Mas
son; 캉권순， 강조미 

영어 독해/청해: 고급영어청취 4반 (236명)， 시사영어 2반 (232명)， 어 

휘 2반 (263명 ), TOEFL 2반 (358명 ), 영 어종합반 1 

반 (187명) 

영어회화: 접충코스 2반 (31 명) 

초급불어회화: 1반 (13명) 

얼어 (문법·독해): 3반 (203명) 

라. ’93 가을학기 (1，227명) 

강사: 안병규， 윤정며， 채희락， 최인철; James Foley, Kathleen Kang, 

Isidor Kim; F. Masson; 강권순， 강조미， 니시야끼 미쓰루， 다까사 
까미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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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독해/청해 : 고급영어청취 5반 (265명)， 시사영어 1반 (1 12명)， 어 

휘 1반 (102명)， TOEFL 2반 (202명)， GRE 2반 (114 
명)， 영어종합반 1반 (102명) 

# TOEFL의 한 반은 청취반으로 운영. 
영어회화: 10반 (151 명) 

불어회화: 2반 (23명) 

얼어 (문법·독해): 3반 (156명) 

마. ’93, ’94 겨울학기 (1 ，553명) 

강사: 송미청， 안병규， 윤정미， 채회락， 최인철; James Foley, Kathleen 

Kang, Isidor Kim; Jose Maria Areta (서반아어회화 담당) ; 강권 

순， 강조미， 니시야끼 미쓰루， 다까사까 미쓰루 

영어 독해/청해: 고급영어청취 6반 (309명)， 시사영어 2반 (198명)， 어 

휘 1반 (103명)， TOEFL 1반 (100 1경 )， TOEFL 청취 
2반 (178명)， GRE 1반 (102 명)， 영어종합반 1반 (103 
명) 

영작문: 2반 (33명) 

영어회화: 16반 (256명) 

서반아어회화: 2반 (22명) 

얼어 (문법·독해): 3반 (159명) 

바. ’94 봄학기 (1,471 명 ) 
강사: 송미정， 안병규， 윤정미， 채희락， 최 인철; James Foley, Kathleen 

Kang, Isidor Kim; F. Masson, Frank Gruenert (독어회화 담당)， 

Jose Maria Areta, E. V. Popova (노어회화 담당) ; 캉권순， 강조 

미， 니시야끼 미쓰루， 다까사까 미죠즈루 

영어 독해/청해: 고급영어청취 10반 (452명)， 시사영어 1반 (102명)， 

어휘 1반 (102 명)， TOEFL 1반 (132명)， TOEFL 청 
취 1반 (108명 ), GRE 1반 (68명 ) 

영작문: 5반 (76명 ) 

영어회화: 15반 (225명) 

불어회화: 2반 (16 명)， 독어회화 2반 (25명)， 서반아어회화 2반 (16 명)， 

노어회화 1반 (10명) 

얼어: 문법·독해 3반 (107명)， 회화 2반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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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01)) 

수요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 이 설문조사는 본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과정과 각 
종 강좌들에 대한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올 듣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교 

육과정 평가와 개선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척극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웅답 날짜: 199 년 월 일 학년: 

학과: 

$ $ $ 다음 사향에 공표나 말로 간단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연구소 외국어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견해는 

a. 아주 좋다， b. 좋다， c. 보통이다， d. 냐쁘다， e. 아주 나쁘다 

(2) 본 연구소에서 개설한 영어 강좌 충 지금까지 수강한 과목명 

a. 영어회화( 회)， b. 영어종합반( 회)， c. TOEFL( 회)， 

d. GRE( 회)， e. 어휘( 회)， f. 시사영어( 회)， 

g. 고급영어청취( 회)， h. 기타: 

(3) 지금까지 수강한 강화(들)에서 본인의 출석률이 낮았다면 그 이유는 

a. 강의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늦어서， b. 정규 학점과목이 아니니까， 
c. 수엽이 비효율적이어서， d. 바빠서， e. 기타: 

(4) 앞으로 수캉하고 싶은 과목명 

a. 영어회화， b. 영어종합반. c. TOEFL, d. GRE, e. 어휘， 

f. 시사영어， g. 고급영어청취 

(5) 증설 · 신설을 원하는 과목 

a. 영작문， b. 안문사회강독， c. 자연과학캉독， d. 기타: 

(6) 과목당 한 주 수업횟수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평상시: a. 1 회， b. 2회， c. 3회， d. 4회， e. 5회， f. 6회 

방학중: a. 1 회， b. 2 회， c. 3회， d. 4회， e. 5회， f.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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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회의 수업분량은 

a. 1 시간， b. 1 시간반， c. 2시간， d. 2시간반， e. 3시간 

(8) 수업시간은 

평상시 : a. 오전 9:00 이전， 학과시간 중 (b. 오전， c. 오후)， d. 저녁 
(4:00/5:00/6:00) 이후 

방학중: a. 오전 9:00 이전， 학과시간 중 (b. 요전， c. 오후)， d. 저녁 
(4:00/5:00/6:00) 이후 

(9) 각 강확에 대한 수강료는 (평상시， 방학 중: 1.5시간/2시간 x2회/3회 

x8주/6주 단위당， 대단위반 15，000원， 충단위반 (GRE， 고급영어청 

취) 30，000원) 

a. 너무 비싸다， b. 비싸다， c. 적절하다， d. 싸다， e. 너무 싸다 

(10) 본 연구소의 외국어 교육과정이나 강화들에 대한 바람이나 건의사항 

을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실용척인 외국어 교육의 수업평가 모형 개발 연구 577 

〈부록 2-2 (02)) 

수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강의명: 담당강사: 학기: 199。년 00 
학 년: 학 과: 

$$$ 다음 사항에 공표나 말로 간단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강좌를 수강하는 언어외척 목척 

(a. 대학원 시험， b. TOEFL, c. GRE, d. 취직 시험， e. 기타) 

준비 

(2) 이 강화를 수강하는 언어기능상의 옥척 

(a. 듣기， b. 말하기， c. 읽 기， d. 쓰기， e. 회화，f. 종합) 능력 배양 

(3) 이 강화에서 중점적A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 

a. 문법， b. 어휘， c. 독해， d. 청해， e. 기타: 

(4) 이 캉좌의 수업을 (a. 우리말， b. 영 어. c. 흔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5) 진단평가， 총합평가 등 각종 시험이 도움이 (a. 될 것이다， b. 안될 것 
이다). 

(6) ï. 본 연구소에서 개설한 영어 강좌 중 지금까지 수강한 과목명 

a. 영어회화( 회)， b. 영어종합반( 회)， c. TOEFL( 회)， 

d. 어휘 ( 회)， e. 시사영어( 회)， f. 고급영어청취( 회) 

L. 지금까지 수강한 강좌(들)에서 본인의 출석률이 낮았다면 그 이유 
'-'-
a. 강의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늦어서， b. 수업이 비효율척이어서， 
c. 바빠서， d. 기타: 

(7) 앞￡로 수강하고 싶은 과목명 

a. 영어회화， b. 영어종합반， c. TOEFL, d. 어휘， e. 시사영어， 

f. 고급영어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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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설 • 신설을 원하는 과목 

a. 언문사회강독， b. 자연과학강독， c. GRE, d. 영작문， 

e. 기타: 

(9) 수업 횟수， 분량， 시간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1. 과목당 한 주 수업횟수 

평상시 : a. 1 회， b. 2회， c. 3회， d. 4회， e. 5회， f. 6회 

방학중: a. 1 회， b. 2회， c. 3회， d. 4회， e. 5회，f. 6회 

L. 일회의 수업분량 

a. 1 시간， b. 1시간반， c. 2시간， d. 2시간반， e~ 3시간 

C. 수업시간 

평상시 a. 오전 9:00 이전， 학과 시간중 (b. 오전， c. 오후) 

d. 저녁 (5:00/6:00) 이후 

방학중 a. 오전 9:00 이전， 학과 시간중 (b. 오전， c. 오후) 

d. 저녁 (5:00/6:00) 이후 

(10) 이 강좌에 대한 바람이나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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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톡 2-3 (03)) 

수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강의명: 담당강사: 학기: 1990년 。。

학 년: 학 과: 

$$$ 각 항목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청도를 5에서 1 중의 한 숫자에 

공표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 항목이 해당과목에 척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하십시오. 

(5: 적극 찬성， 4: 찬성， 3: 보통 또는 미청， 2: 반대， 1: 척극 반대) 

(1)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강좌가 좋았다 5， 4, 3, 2, 1 

(2) 강사의 강의 준비가 향상 철저히 되어 있다 5， 4, 3, 2, 1 
(3) 담당과목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5， 4, 3, 2, 1 

(4) 지식을 아주 효과척으로 전달한다 5， 4, 3, 2, 1 

(5)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홍미를 효과적으로 고무시킨다 5， 4, 3, 2, 1 

(6) 학생들의 질문이냐 토론을 적극적￡로 창려한다 5， 4, 3, 2, 1 

(7) 수업의 목적， 목표가 명백하게 제시되었다 5， 4, 3, 2, 1 

(8) 한 학기 통안 배울 강의 계획표가 제시되었다 5， 4, 3, 2, 1 

(9) 강의내용이 쉽거나 어렵지 않고 아주 척당하다 5， 4, 3, 2, 1 
(10) 매 시간마다 강의내용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5， 4, 3, 2, 1 

(11) 과제물이 해당지식의 획득에 아주 효과척이었다 5， 4, 3, 2, 1 

해당 없음 

(12) 과제내용이 향상 명백했다 5， 4, 3, 2, 1 

해당 없음 

(13) 이 과목을 다른 학생들도 선택하도록 권하고 싶다 5， 4, 3, 2, 1 

(14) 내가 틀었던 과목 충 가장 흥미있는 과목의 하나이다 5， 4, 3, 2, 1 

(1 5)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운 점이 아주 많다 5， 4, 3, 2, 1 

(16) 사용한 교과서， 교재가 실력향상에 아주 효과척 이다 5， 4, 3, 2, 1 

(1 7) 나의 언어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5， 4, 3, 2, 1 

(18)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 5， 4, 3, 2, 1 

(1 9) 수업시간 외에도 담당강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5, 4, 3, 2, 1 
많았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중에 강의 전반에 관련된 의견이 었으면 
기술해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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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조사 결과 

자. 설문조사 실시 시기와 횟수 

1. Q1: 가올 1회 실시 

2. Q2: 봄， 여름， 가을 3회 실시 

a. Q3: 봄， 여름， 가올， 겨울 4회 실시 

# 봄에 실시한 Q2 설문조사는 Q1의 일부 내용올 함께 담고 있었음. 

Lh. (02) 봄， 여름， 가을과 01 (가올)의 결과 분석 

1. 강좌의 진행: a. 우리말， b. 영어， c. 혼용 

봄: a. 25, b. 81, c. NA (7) 

여룡 : a. 49, b. 175, c. 413 

(Q3) a. 31 , b. 100, c. 177 

가을: a. 37, b. 116, c. 274 

Q1:NA 

# 여름에 실시한 Q3에는 이 항목이 들어 있었음. 
# 영어회화반은 계산에서 제외되었고 고급영어청취반의 경우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봄(14:5) ， 여름(26:20:70) ， 가올(29:37: 115). 

a 강좌 충 실시하는 각종 시험: a. 도움이 된다， b. 안 된다. 

봉: a. 98, b. 30 

여름: a. 544, b. 78 
(Q3) a. 240, b. 69 

(a. 재미있다: 145, b. 부담스렵다: 59, c. 상관없다 116) 

가율: a. 431 , b. 94 

Q1: NA 

3. 출석률이 낮았던 이유: a. 강의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늦어서， b‘ 정규 

학점과목이 아니니까， c. 수엽이 비효융척이어서， d. 바빠서， e. 기타 

봄:NA 

여륨: a. 20, b. NA, c. 14, d. 34, e. 6 

가올 : a. 47, b. NA, c. 16, d‘ 62, e. 19 

Q1: a. 6, b. 2, c. 4, d. 8, 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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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로 수강하고 싶은 과목: a. 고급영어청취， b. 시사영어， c. 어휘， 

d. TOEFL, e. 영어회화，f. 기타 

봄 : a. 76, b. 43, c. 47, d. 25 , e. 60, f. NA 

여름: a. 248, b. 65, c. 47, d. 43, e. 233, f. 57 

가올: a. 244, b. 78, c. 41 , d. 59, e. 248, f. 30 

Q1: a. 15, b. 5, c. 4, d. 20, e. 40, f. 8 

5. 충셜， 신설을 원하는 과목: a. 인운사회강독， b. 자연과학강독， c. GRE, 

d. 영작문， e. 기타 
봄: a. 24, b. 14, c. 56, d. 61 , e. 6 

여름 : a. 91 , b. 62, c. 159, d. 250, e. 2 

가을: a. 54, b. 41 , c. d. 280, e. 

Q1: a. 9, b. 17, c. d. 11, e. 1 

6. 과목당 한 주 수업횟수 (평상시): a. 1 회， b. 2 회， c. 3회， d. 4회， 
e. 5회，f. 6회 

봅: a. 3, b. 53, c. 57, d. 13, e. 10, f. 4 

여름: a. b. 260, c. 282, d. 19, e. f. 

가을 : a. b. 301, c. 238, d. e. f. 

Q1: a. 7, b. 38, c. 24, d. 1, e. 2, f. 1 

7. 과목당 한 주 수업횟수 (방학중): a. 1 회， b. 2회， c. 3회， d.4회， 

e. 5회， f. 6회 

봄:NA 

여름: a. 0, b. 28, c. 366, d. 68, e. 128, f. 26 

가올: a. b. 25, c. 214, d. 112, e. 133, f. 

Q1: a. 3, b. 13, c. 21 , d. 13, e. 13, f. 4 

8. 일회의 수업분량: a. 1 시간， b. 1시간반， c. 2시간， d. 2시간반， e. 3시간 

봄: a. 17, b. 96, c. 11 , d. 0, e. 0 

여름: a. b. 276, c. 280, d. e. 

가울: a. 49, b. 346, c. 133, d. e. 

Q1: a. 25, b. 36, c. 12, d. 1, e. 

9. 수업시간 (평상시): a. 오전 9시 이전， 학과시간 중 (b. 오전， c. 오 

후)， d. 저녁 (4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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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a. 83, b-c. 12, d. 44 

여름: a. 354, b. 56, c. 38, d. 182 

가올: a. 277, b. c. d. 185 

Ql: a. 23, b. 14, c. 8, d. 22 

10. 수업시간 (방학중): a. 오전 9시 이전， 학과시간 충 (b. 오전， c. 오 

후)， d. 저녁 (4시 이후) 

봄 : a. 50, b-c. 80, d. 13 

여름: a. 278, b. 251 , c. 64, d. 30 

가을 : a. 183, b. 217, c. 47, d. 54 

Ql: a. 27, b. 27, c. 6, 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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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report on the research project “Evaluating Practícal Foreign 

Language Teaching Programs", which was done in 1993 at the Language 

Research Institute (LRI)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There had 

been some criticism against the effectiveness of the foreìgn language teach

ing (FLT) programs at SNU and other institutìons. First, we focused on 

providing a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LRI language teaching program 

at that time. We used three different types of questionnaires to get informa

tìon from students: two for needs analysis and one for teachìng evaluatìon. 

Second, we repeated the process of evaluating and ìmproving the program 

on the basis of the survey done in each quarter. The analyses of the ques

tìonnaires allowed us to identìfy what the students want to obtain from the 

program. The findìngs of the present research strongly suggest that the stu

dents (and the teachers) be given appropriate academic incentive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FLT program. We hope that the pro

gram evaluation model provided in this report sheds some light on how to 

improve exìstìng programs and develop effectìve new programs.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 89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과 

449-791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확동 50-3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20-728 

서올시 성북구 통선통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36-742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의 수업평가 모형 개발 연구
	1. 연구 목적
	2. 기존 외국어 교육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3. 연구 방법
	4. 강좌 변천
	5.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
	6. 문제점 및 개선책
	7. 활용방안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