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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nvesrigates the current state of English 

education/research institutes belonging to four-year universities in Korea. 

Out of 102 institutes that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in 167 

universities, 67 institutes responded the survey questionnaire. The survey 

revealed that the universities established foreign-language education 

institutes to help students meet the challenge of the internationalization 

era, many of which establisheà in the 1990s. Most of the institutes, 

however, were small in their size and focusing on short-term 

profit-making programs, neglecting research 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 paper suggests that the institutes should strive to develop 

good program, improve its research efforts, and networking among 

similar institutes in different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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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최초 외국어교육 기관이었던 동문학(1883~ 1886) , 육영공원 (188 

6~ 1894) 등이 설립된 이래로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은 그 외양과 내용 모 

두에서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특히 대학에서는 이화여자전문학교의 영문 

관(English Practice House)ll을 필두로 일찍부터 실용 영어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으며， 후에 이러한 기관은 더욱 발전된 형태로서 실용 외 

국어 교육 뿐 아니라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 형태로 변화해 왔 

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학 부설 외국어 교육 관련 기관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실무적인 역할 뿐 아니라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 부설 외국어교육 관련 기관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 

수가 급속하게 팽창하였는데， 이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의 실용영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에 부응 

한 것이었다. WTO 협정에 의한 교육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한국의 대 
학들은 외국의 교육 기관과 경쟁할 준비를 갖추어야 했고， 아울러 1997년， 

1998년에 교육부에서 설시한 대학교의 교육내용 빚 교육과정 평가 등을 

위해서 각 대학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비를 진행해야 했 

다. 그러한 재정비에는 영어교육의 개선 및 강화가 주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세계화 국제화 캠페인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대학들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기존의 독해 중심의 교양영어 대신 새로운 실용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중시하기 시작하였 

고， 일부대학에서는 일정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추어야 영어강좌 수강을 허 

용하거나， 졸업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K won , 2000; 문화일보， 2000. 

3. 14) , 재학생들의 영어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에 대학은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영어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해야 했고， 그와 동시에 영어교육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도 아울러 실시해야 했는데 이러한 역할은 각 대학의 외국어교육 관 

1) 첫花八 ，.年싸 (p. 150). 문용(1976)에서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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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

J 

그러나 어학연구소나 언어교육원 등 외국어교육 관련 기관의 체제 및 

운영은 대학교 자체의 개별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아 

쉽게도 현재까지 이들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나 심지어는 종 

합적 실태 파악조차도 영어교육학 분야에서 연구된 것이 없었다. 본 연구 

는 이런 상황 하에， 향후 대학의 영어교육과 관련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한 기초 자료 조사 차원에서 전국 대학교의 외국어교육 관련 기 

관의 설태를 파악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로 

인하여 전국 대학의 외국어교육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정보 

교환 및 상호 교류를 통하여 기관간의 연계가 강화된다면， 각 기관의 발 

전에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의 영어교육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I I. 션행 연구 

본 장에서는 대학의 영어교육 및 어학섣습섣 어학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해 논한 국내 및 해외 연구를 고찰한다. 나아가 국내 대학 부설 외국어 

교육 관련 기관 현황 및 연계 조직에 대해 논할 것이다. 

1. 국내 연구 

대학의 영어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1960년대 어학실습실(Language 

Lab)의 운영과 관련한 논문들과 대학 교양영어의 실상과 문제점을 논한 

논문들로 구분되는데， 어학 교육 기관과 관련된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 

가 없다. 대학의 어학실습실 시설에 관한 논문은 1960년대에 청화식 교수 

법의 도입과 함께 어학설습설이 늘어나면서 연구가 활발했었다 한국영어 

교육학회의 학회지를 보면， 창간호에서 5호(l965~ 1969) 에 걸쳐 주로 어학 

실습실의 운영， 효과적인 교수 방법과 교재 문제， 미국 내 주요 대학의 어 

학실습실 시설 현황 등에 관한 논문들을 싣고 있다(최용재 외， 1993)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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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어학 관련 시설이 1960년대 이후 어학실습실에서 ‘어학연구소’ 등의 

독립 기관으로 발전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최근까지도 

대학의 어학실습시설 (LAB)에 관한 논문만이 발표되고 있다(김성억， 1997; 

배양서， 1982; 홍성면， 198이. 한편， 대학의 교양영어의 문제점 및 방향성 

제시에 관한 논문은 활발하게 발표되었다. 

대학 교양영어 교육에 관한 논문은 한국 대학어학실험연구협회 토론회 

0968. 12)에서 ‘교양영어의 정의와 중점 지도 영역’이 발표된 것을 시작으 

로， 1980년대까지는 교양영어가 글을 통해 학생들의 교양을 늘리기 위한 

교양 과목인지， 독해력이나 구어 능력 등의 실용 능력 배양을 위한 도구 

과목인지에 대한 논쟁이 주된 주제였다(박상옥， 1988; 신성철， 1981; 이옥 

로， 1982; 이희숙， 1985; 최용재， 1978; 최은경， 1976). 1990년대 이후의 논 

문에서는 대학의 영어교육이 실용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각에서 현재의 대학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이덕봉 1997; 이홍수 1996). 이홍수(996)는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요구분석 (needs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 영어교육의 개선 내용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가 주장한 개선 대 

상 항목은 ‘실용영어의 펼요성 실행 능력에 입각한 영어 학습， 교과목의 

다양화， 교수 방법의 선진화， 교과 내용의 실용화， 수업 인원의 적정성 유 

지， 교수 인력의 전문성 재고， 교육 시설의 현대화와 과학화’ 등이었다. 

2. 해외 연구 

해외에서도 1960-70년대에 어학설습실에 관한 논문들이 간헐적으로 나 

타난다(Ross ， 1967; So, 1974; Taylor, 1979). 나아가 대 학부설 어 학교육기 

관(University Language Center)에 대한 것으로 S tern (968) 이 캐나다의 

‘Modern Language Center'를 소개할 목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있다. 여기 

서는 해당 기관의 연구 활동 범위와 구체적 활동 및 외국어 교수 · 학습 

개발을 위한 계획 해당 기관이 연구하는 영역， 기능， 개발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Grauberg(971)는 유럽의 여러 대학 부설 어학 교육 기관을 조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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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관의 목표와 구조 및 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공통점 및 개별 

특정 등을 보고하고 있다‘ 그는 조사한 기관들의 연혁과 유형에 따라 기 

관들을 (1) 학위 취득 기관(comprehensive centers) , (2) 언어학 비전공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 기관， (3) 다목적 센터， (4) 응용언어학 교수 

및 연구를 주로 하는 기관， (5) 교사 양성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부록에는 

어학 센터(language center) 의 현 상황을 기술하였고， 이어 주소록을 첨부 

하였다. 최근에는 이들 연구 이외에 어학 교육 기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3. 국내 대학 부절 외국어교육 관련 가관의 현황 및 연계 조직 

국내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의 최근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한국 

대학신문에서 1998년에 발행한 ‘’98/'99 한국대학연감’과， 한국연구소총감 

편찬위원회에서 1998년에 발행한 ‘대학연구소총감’인데 기관 명칭이 ‘연구 

소’인 기관에 국한하고 있어서， 외국어교육 실무를 담당하는 ‘외국어교육 

원’이나 ‘언어교육원’ 등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다. 정보의 내용 변에 

서도 대학별로 각 연구소의 정식 명칭과 설립 목적， 현재 활동 내역 등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또한 정 

보가 대학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외국어교육 관련 연구소에 관한 전체적인 

통계치수나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국내 대학의 어학연구소 연계 조직에 관하여서는 이를 위한 

시도가 과거에 있기는 하였으나 후에 협회의 성격이 변하였기 때문에 현 

재로는 전국 대학의 어학연구소를 연계하는 협의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1964년에 한국대학어학실험연구협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대학 어학연구소의 협의제 성격을 갖는 것이었으며， 어학실습설의 운영에 

관한 연구와 발표를 위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 그러나 이 협회는 

후에 한국영어교육학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성격도 어학연구소의 협의 

체에서 영어교육을 위한 전문학회로 바뀌게 되었다(배두본， 1995) ‘ 이와는 

별도로 전국 국립대학 어학연구소 협의회라는 조직이 있기는 한데， 이 조 

직은 26개교 국립대학 어학연구소의 소장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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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도 하고 공동의 관심사와 문제점을 논의하나 참여 대학의 수로 볼 때 

그 규모가 협소하다. 

지끔까지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대학의 어학연구소는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그 역할과 비중 또한 점점 커 가 

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이들 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는 이전의 

선행 연구가 없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세한 실태 조사 

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점과 아울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의 어학연구소간 네트 

워크가 형성된다면 대학의 외국어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111. 연구 방법 및 설제 

본 장에서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를 먼저 밝히고，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및 과정， 자료분석 방법에 대해 논한다. 

1. 연구 동기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2000년 9윌 1 일에 

서 2001년 8월 31 일까지 1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이다. 영어가 세계어로서 

그 위치를 날로 강화해 가는 현대에 영어교육은 중요한 과제이며， 따라서 

대학의 영어교육 관련기관이 담당하는 역할 또한 중요해 졌다. 이들 기관 

들은 단기적으로는 실제 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장기적 

으로는 체계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연구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 

재로서는 이들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이므로， 방향 제시를 위해서 우선 현 실태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대학교의 영어교육 관련 기관의 실태를 파 

악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전국 각 대학교 부설 영어교육 관련 기관 실태 분석 7 

있도록，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연구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영어교육 

판련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 

다. 

2. 연구 대상 

전국의 4년제 국립， 공립， 사립대학교와 교육대학을 포함하여 총 1667H 

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및 사관학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교 

와 교육대학에 소속된 영어교육 관련 기관으로서 영어 관련 학과를 제외 

한 어학연구소나 언어교육원， 어학교육원 등 영어 강좌를 개설하고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제한하였다. 교육 업무는 하지 않 

고 순수 연구만을 하는 외국어교육연구소나 어(문)학연구소는 조사 대상 

에서 제외하였으며， 각 대학 내 설치 여부만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어 

강좌가 개설된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또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 

는데， 그 이유는 이들 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며， 외국어 

강좌가 여러 다양한 교양 강좌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기관과는 별도 

로 평생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학생의 영어교육까지 평생교 

육원이나 사회교육원에 위임한 학교는 일단 재학생만을 위한 영어교육 기 

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에 소속되 

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원’이나 ‘교육센터’라는 명칭으로 독립된 단위로 영 

어교육 기관이 존재하는 4개 학교의 경우는 분석에 포함시켰다. 

3. 연구 방법 및 과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조사(survey) 연구로서， 자체 작성한 설문지(부록 

참조)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일차 기초조사에서는 각 대학교 내의 

영어교육 기관 설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였고， 

‘대학연구소총감’과， ‘ '98/ ’99 한국대학연감’ 등의 문헌 자료 검색을 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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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아울러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문의 과정을 거쳐 각 대학교의 영어 

교육 관련 기관의 소재를 파악하였다. 이후 조사도구인 설문지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 회수를 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기관에는 2차， 

3차 재발송을 하였고， 응답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전화로 설문 응답 

을 독려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자료 분석 

설문，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교에 부설된 영어교육 

기관은 총 102개 기관이 있는데， 이들 중 677R 기관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학교들은 대부분 최근에 영어교육 기관을 설립한 

학교로서 기관의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앞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문 문항에 답하기가 어려워 응답을 회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 응답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우선 응답한 항목의 빈도수를 각각 문항별로 

계산하였고 기타나 마지막 문항에 글로 답한 자료는 발궤 요약하여 제시 

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산엽대학을 제외한 전국 4년제 대학 166개교 중에서 영어교육 관련 기 

관이 섣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 학교는 총 102개교이며， 따라서 2001 

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에서의 외국어교육 기관 설치 비율은 61.4%에 

달한다. 그렇지만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학교들도 대부분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의 외국어강좌를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외부 학원에 위탁하여 교내 어학강좌를 실시하거나 대학교육 

개발센터에서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영어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도 비록 체계적이고 다양하지는 않더라도 자 

체적으로 영어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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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육 기관이 섣치된 102개교 중에서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학 

교는 모두 677H 교였으며， 이후의 설문응답 분석은 이들 67개교를 대상으 

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섣문지에 제시한 문항 순으로 그 빈도수를 

논하였고 기타를 선택한 문항의 내용은 자세히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 

인 시설 및 인원수를 묻는 문항에서는， 처리 시설이나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답하고서 정확한 숫자를 기업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아 평균 면적 

이나 인원수의 경우는 수치를 기입한 경우의 평균으로 제시하였다. 단， 7 

번 항목의 교직원수에서는 응답하지 않은 기관의 인원수를 ‘0’으로·처리할 

경우의 평균을 ‘총평균’이라 하여 위의 방식에 의한 평균에 덧붙여 제시하 

였다 

1. 명칭， 설립 목적 조직 및 시섣 현황 

먼저， 설문 응답문항 중 기관 명칭(문항 1 ), 설립 연도(문항 2) , 설립 목 

적 및 현재의 중점 사업(문항 3-4) , 소속 및 부서 명칭(문항 5-6) , 담당 

직원 및 교원의 수(문항 7) , 시설의 수량 및 수용 인원(문항 8)에 대한 문 

항을 분석하고 논의한다. 

1) 기관 명칭 

기관 명칭은 총 677H 기관에서 모두 응답하였으며， 국제， 어학， 언어， 외 
국어， 교육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학교의 이름을 넣어 지은 

기관도 있었다.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순으로 보면 각 기관의 명칭(괄호 

안은 기관 수)은 외국어교육원(13) ， 어학교육원(8) ， 어학원(7) ， 언어교육원 

(7) , 어학연구소(5) ， 국제교육원 (2) ， 국제어학원 (2) ， 어학교육실 (2) ， 외국어 

교육센터 (2) 순이었다. 다음 [표 1]은 명칭별 특정으로 구분하여 빈도수가 

높은 명칭 순서 및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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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J 기관 명칭 

명칭별 특징 응답기관수 명칭 (해당 기관 수) 

국제 6 국제교육원(2) ， 국제어 학원(2) ， 국제교류교육센터 (1), 

국제언어교육원(1) 

어학 27 어 학교육원(8) ， 어 학원(7)， 어 학연구소(6) ， 어 학교육실(2)， 

어학교육원(1) ， 어학교육부(1) ， 어학당(1)， 어학연수원(1) 

언어 9 언어교육원(7) ， 언어연구교육원(1 ), 

언어연구교육원 외국어학당(1) 

외국어 21 외국어교육원(13) ， 외국어교육센터 (2) ， 외국어교실(1) ， 

외국어교육관(1) 외국어연수원(1)， 외국어연수평가원(1)， 

외국어정보사회교육원(1) 외국어교육연구소(1) 

영어 영어교육원(1) 

학교명 이용 3 성균어학원(1) ， 우송어학센터(1)， S:MU TESOL( l) 

그러나 설문 응답과 대학 연감 자료， 전화 조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많은 수의 기관이 최근 틀어 명칭을 개정한 것으 

로 보이며， 전화 문의 결과에 따르면 몇 몇 학교에서는 교내에서조차도 

정식 명칭과 일상적인 명칭을 구분 없이 혼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분 

석에서는 설문에 기재한 내용을 우선하였다. 

2) 설립 연도 

설립 연도는 63개 기관에서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기관 중 설립 

연도가 가장 빠른 기관은 부산대 언어교육원0961년)이었고， 이어 서울대 

학교 어학연구소(1962년 )(2001년 11월부터 ‘언어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 

됨)였다. 가장 최근의 섣립연도는 2000년이었다. [표 2J에 제시된 것처럼 

대학교 부섣 영어교육 기관은 90년대 들어서 수적으로 급속한 팽창을 이 

루었다. 그러나 몇몇 학교에서는 기관 명칭이 변경된 경우， 명칭이 변경된 

시점을 섣립연도로 기입한 경우가 있어 정확한 설립연도에서는 다소 오차 

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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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립연도 

연대 응답기관수 구체적 연도(기관수) 

1960년대 6 1961(1) 1962(1) 1963(1) 1969(3) 

1970년대 6 1971(1) 1972(2) 1974(1) 1978(1) 1979(1) 

1980년대 15 1981(2) 1982(3) 1984(2) 1985(2) 1986(2) 1987(1) 

1989(3) 

1990년대 33 1990(1) 1991(2) 1993(4) 1994(2) 1995(3) 1996(6) 

1997(7) 1998(4) 1999(4) 

2000년대 3 2000(3) 

3) 섣렵 목적 및 현재의 중점 사엽 

설립 목적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언어 

교육 설시 (66)였고， 이어 언어 교육 연구(39) ， 언어 능력 측정 (39) ， 어학 

연구(25) ， 언어 교육 지도자 양성(1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기관들의 

주목적은 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약 58% 

가 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와 언어 능력 측정을 기관의 설립 목적으로 설 

정하고 있었다. 기타의 응답으로 교재 개발， 시청각 교육， 언어 교육 지도 

자 교육을 제시한 기관이 한 곳씩 있었고 구체적인 응답을 하지 않은 기 

관이 한 곳 있었다. 

[표 3] 설립 목적 

언어 교육 언어 교육 언어 능력 언어 교 。
설립 목적 어학 여구 Ir 기타 

」 연구 실시 측정 지도자 양싱 

응답기관수 25 39 66 39 11 4 

다음으로， 여러 중점 사엽이 있을 경우 그 우선 순위별로 1, 2, 3위로 

표시하도록 했다. 가장 우선 순위가 높았던 항목은 언어 교육이었으며， 이 

어 언어 능력 측정이었다. 기타 응답 중 1순위 사업으로는 l 교재 개발， 온 

라인 영어교육， 초등 교사 영어 연수， 초 중등 교사 연수 f 가 있었고， 3순 



12 오|국어교육연구 제 4 집 

위 사업으로 시청각 교육이 있었다 

[표 4] 현재의 중점 사업 

중점사엽 1순위 2순위 3순위 계 

언어교육 64 3 0 67 

언어능력 측정 6 31 12 49 

어학연구 12 17 30 

기타 4 0 1 5 

4) 소속 및 부서 명칭 

대학교 본부 소속으로 밝힌 기관이 47곳이었고 나머지 13개 기관은 기 

타에서 부속/부설기관이라고 답하였다. 이 둘은 용어만 다를 뿐 성격상 

같은 지위의 기관으로 이해되므로， 대부분의 영어교육 기관이 대학 부설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평생교육원 소속(3) 사회교육원 소속 

(1) 특수대학원 소속(1) 기타(2)라는 답도 있었으나 단과 대학 소속이라 

고 답한 기관은 없었다. 

관련 부서 명칭은 조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기관별로 응 

답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칠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기관 

내 시설(교수 휴게실 강의실)을 적은 경우도 있어， 분석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않는다. 

5) 담당 직원 및 교원의 수 

먼저 겸직 교수의 인원을 보면，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겸직 교수의 

인원에 응답이 있었던 기관은 총 39곳으로， 1 명 (16) ， 2 명(1 0) ， 3명 (6) ， 4명 

(1), 5명 (2) ， 6명(1)， 7명 (2) ， 18명(1)이었고， 그 평균은 2.7명이었다. 응답하 

지 않은 27개 기관을 포함한 총 평균은 1.6명이다. 어떤 대학에서는 교수 

인원에서 겸직 교수나 전임 교수라는 직책에는 인원이 없었으며， 객원 교 

수로 14명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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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경우 겸직 교수보다는 전임 교수의 평균 인원이 3배 가량 많았 

고， 연구원의 경우는 전임보다는 비전임의 평균 인원이 더 많았다. 강사의 

평균 인원은 교수 및 연구원의 인원보다 5-7배정도 많았는데， 적절한 지 

위를 보장받는 인원보다는 임시적인 강사 인원이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별로 인원상의 차이가 다소 큰 편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원수가 그리 높지는 않아서 각 학교의 어학 관련 기관들은 대규모보다 

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담당 직원 및 교원의 수2) 

구분 세부구분 응답 최소인원 최대인원 평균* 총평균** 최다빈도인원*** 

기관수 명(기펀뷰) 명(기관수) 며。 며。 명(기관수) 

겸직교수 39 1(16) 18(1) 2.7 1.6 1(16) 
피JJl~ 까「‘ 

전임교수 33 1(7) 44(1) 1(7) 9.2 4.7 
전임 20 1(11) 20(1) 2.5 0.7 1(11) 

연구원 
비전임-특별 9 1(5) 17(1) 3.6 0.5 1(5) 

강사 56 1 (6) 197(1) 19.5 16.3 5(7) 
행정직 55 1(18) 13(1) 3.4 2.8 1(18) 

조교 58 1(24) 23(1) 2.8 2.5 1(24) 
조교 

TA 13 1(1) 16(1) 5.2 1.0 2(3) 

6) 시설의 수량 및 수용 언원 

총 24개교가 응답하였는데， ‘평’으로 응답한 경우는 ‘m2’로 환산하여 분 

석하였다([표 6] 참조). 24개교의 연면적의 평균은 3571mL였으나， 각 기관 
별로는 최소 327.6m2에서 23，861m2까지 규모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2) 평균* 해당 직위 인원 총수/ 항목을 기재한 기관수 
총평균** 해당 직위 인원 총수! 67 (설문 응답 기관 총수/ 해당 직위 인원을 
기재 안한 기관도 포함) 
최다빈도인원*** 가장 많은 기관에서 응답한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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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건물 연면적 

면적 응답기판수 면적 f 。r다 닙기 | 과 1[ 수기-

l- l.OOOm~ b 1,OOl-2,OOOm-' 니 [

2 OO1-3 OOOm2 6 
,) 

3,OOl-4,OOOm- 4 

4 OO1-6 OOOm2 2 6,OOl-8,OOOm"2 1 

8,OOl-10,000m 2 10,OOOm2 이상 1 

다음으로， 각 기관의 전용 강의실， LAB실(오디오) , 멸티미디어실， 컴퓨 

터 설습실， 영상 자료실， 위성 수신설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구체적 

으로 각 시설의 설치 여부， 강의실 수， 각 실당 수용 인원을 조사， 분석하 

였다. 설문 조사 결과 각 항목에 정확하게 기입을 한 기관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었다. 따라서， 우선 설치 여부를 분석하였고 강의 

실 수는 응답한 기관의 것만을 분석하였다. 각 시섣의 강의설 수 및 수용 

인원에 응답한 기관의 수는 [표 7]의 오른쪽 ‘계’에 표시하였다 

[표 7] 에 나타나 있듯이 전용 강의실의 경우 총 55개 기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구체적으로 강의설 수를 제시한 기관은 44개였으며， 수용 인 

원은 47개 기관에서 응답하였다. 기타에서는 4개 기관이 각각 시청각실， 

음향자료설， 종합시 청각실/녹음스튜디오， Resource Center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이 외국어 강좌를 위한 전용 강의실과 전통적 어학섣습설 

(오디오 LAB실)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멸티미디어나 영상자료실， 위성 

수신 시설 등의 최선 설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 

다. [표 8]은 각 시설당 수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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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J 각종 시설 현황 

7J-~이|시 E T }‘ 

구분 
섣치한 

1-10 
기관수 11-20 21-30 31-40 기타 

21 3 4 51 6 71 8 91 1C 계 
.---

전용 강의실 !J!J 3 31 4 21 4 21 3 ’)') 13 D 3 겸용1 44 

LAB실(오디오) 59 12 1C 11 4 40 40 

멀티미디어설 42 16 3 11 25 25 

컴퓨터 실습실 33 14 4 20 20 

영상 자료실 41 19 2 22 22 

위성 수신시션 49 10 2 14 14 

기타 4 

티
 
r 
]구

 
’ 

[표 8] 각종 시설의 평균 수용인원 

수용 인원 || 닙1 
패11-20121-3이 31-4이 41-떼51페161-70171-뼈8패1-1。이 101이뀐[ 끼| 

16 I 15 I 6 I 4 I 2 2 전용 강의심 

LAB실(오디오) 

별티미디어실 

3 I 4 I 11 I 4 I 10 I 4 I 5 2 

2 I 7 191 4 I 4 ? 

컴퓨더 실습섣 11 1 5 I 5 I 7 I 3 121 1 2 

영상 자료실 6 I 4 141 3 I 4 ? 

위성 수신설 3 I 2 I 4 I 2 I 2 I 1 

기타 

1 
-7 

-3 

-1 

-3 

-2 

얘
 -% 

-
엄
 -
낌
 -
때
 
-n 

2. 교육 사업 

설문 응답문항 중 강의 대상 및 영어 이외의 외국어 강좌(문항 9-10) , 

영어 강좌의 종류 및 평균 수강 인원(문항 11), 영어 강좌의 수， 강좌 성 

격 및 사용 교재(문항 12-14) , 영어 강좌의 강사 수 및 자격 요건(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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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16)에 대한 문항을 분석하고 논의한다. 영어능력 15) , 주관하는 

이외의 외국어 강좌 영어 1) 강의 대상 및 

제일 많았고， 일 

기업체， 교사， 외 

학생이 
0_ P 01 
→。 Tτ그 

있었다. 

ul 

^ 

9]에 나타나 있듯이 강의 대상으로는 본교 

교직원 순이었다. 기타 강의 대상으로는 

대졸 이상 학생， 타교생， 초중고생 등이 

[표 

반인 

국인， 

[표 9] 강의 대상 

기타 일반인 -;J ;7.1 이 ~.I 걷 본교 학생 브
 ι 

구
 

17 51 48 64 응답기관수 

일본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어， 

나타났다. 기타로는 라틴어， 헬라어， 히 

있었다([표 10] 참조). 

다음으로， 개설된 외국어 강좌로는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순으로 

브리어 등을 교육하는 기관도 

이외의 외국어 강좌 [표 1이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구분 

33 19 46 53 10 9 19 응답기관수 

평균 수강 인원 "l!l 
^ 종류 2) 영어 강좌의 

보듯이 영어회화가 

개설되고 있 

[표 11]에서 

작문， 발음/청 취 순으로 

응답으로는 

TOEIC. TOEFL 
대한 강좌의 종류에 

많았고， 이어 

영어 

가장 

었다 



전국 각 대학교 부설 영어교육 관련 기관 실태 분석 17 

[표 11] 영어 강좌의 종류 및 평균 수강 인원 

구분 개설 
수강 인원 

-50 -100 -150 -200 250 -300 -400 -5어 1(XX) 1001- 계 

영어회화 62 15 10 4 6 2 2 4 5 5 54 
어휘 13 8 9 

발음， 청취 33 15 5 4 2 1 28 
작문 34 25 3 29 
ESP 15 7 1 9 

TOEFL 52 20 14 4 5 45 
TEPS 14 9 11 
TOEIC 58 12 9 6 9 2 2 2 5 1 49 

GRE 6 2 3 
TESOL지도자 3 3 

기타 16 8 12 

다음 문항에서는 한 종류의 일회 강좌당 평균 수강 인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강좌당 인원수’라고 문항에 명시하지 않은 관계로， 기관마다 해 

석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기준의 인원수를 기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대학의 경우는 연간 총인원인 것만을 밝히고 연간 강좌 횟수 등을 밝히지 

않았기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본 문항에 응답한 인원수는 강좌 

당， 학기당 인원수이거나 연간 총 인원수 등 성격이 서로 다를 수 있어서 

단순히 수만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3) 영 어 강좌의 수 강좌 성 격 및 사용 교재 

이 문항에서 의미하는 ‘강좌수’는 응답한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 

음 [표 12]의 강좌 수는 개설되는 강좌의 유형수인 경우와 강좌 종류에 

회차를 곱하여 나온， 개설되는 강좌의 총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간에 강좌수플 비교한다거나 평균 강좌수를 계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여기서의 강좌수는 각 기관의 학기중 및 방학중 강좌의 

상대적 분포를 비교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방학 기간 

보다는 학기 중에 강좌가 개설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 평균 강좌수도 약 

간 많았다. 개별적으로 보면，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는 기관도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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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방학을 이용하여 보다 양적으로 많은 강좌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매 학기 개설되는 영어 강좌의 수 

조。LE tjL 평균 7JS~ 4-
구분 

기관수 강좌수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학기중 61 21.8 29 12 6 5 4 2 2 
바O 하 「 3:z- 52 18.3 26 11 7 3 2 

다음으로， 영어 강좌의 성격에 있어서， 단계별 진급식인 기판(40) 이 일 

회성이며 학점과 무관한 기관(34)보다 약간 많았다([표 13] 참조) . 그러나 

동일 기관이 두 군데에 다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성격 

의 강좌가 혼재해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회성의 강좌와 단계별 진급 

식의 강좌 중에서 스스로 계획 · 선택하여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웅 

을 주는 것 같았다. 기타 응답에는 교원 연수(1 ), 학점 수업 (2) 이 있었다. 

[표 13] 영어 강좌의 성격 
H 
} ” 
]구

 
일회성，학점무관 단계별 진급식 

응답기관수 34 40 

기타 

3 

끝으로， [표 14] 에 나타나 있듯이， 강사가 지정하는 외부 도서가 교재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어 기관 자체보다는 강사가 강좌의 교재에 대해 

갖는 재량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강사가 준비하는 보충자료 

(1 ), 복사물(1)이 있었다. 

[표 14] 강좌에 사용되는 교재 

구분 
기관 자체 기관 지정 강사 제작 강사지정 

기타 
제작자료 외부 도서 자료 외부도서 

응답기관수 10 26 24 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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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 어 강좌의 강사 수 및 자격 요건 

원어민 강사의 수가 한국인 강사보다 2배정도 많았고， 강사는 대체적으 

로 10명 내외가 가장 많았다([표 15] 참조). 

[표 15] 영어 강좌 강사의 수 

구분 
j。LctjL 

평균 
강사수 

기관수 -5 -10 -15 -20 -25 -30 -40 -50 -60 -70 
원어민 강사 65 10.9 23 18 8 5 7 2 
한국인 강사 57 6.9 37 11 5 1 1 

다음으로， [표 16]에서 보듯이 원어민은 학사 학위로도 채용이 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타 조건으로는 TESOL 자격증이나 학위， 1 ~3년 

이상의 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TESOL 자격 

증(5) ， 강의경력 2~3년 이상(2) ， TESOL 전공 석사 이상(1)， 대학 전임 강 

사(1 ), 학사 이상(1)， 경우에 따라 다름(1)， 영어권 학사 이상/ 영문학 석사 

이상 우대(1)， 학사 학위 이상 + TESOL 자격증 + 경력 2년 이상(1) 이었 

다. 어떤 대학의 경우는 학점이 인정되는 강의에서는 학사 학위와 3년 이 

상 경랙 또는 석사 학위와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했으며， 비학점 강좌에 

서는 학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했다. 

[표 16] 원어민 강사의 자격 요건 

부
 

]구
 

영어 관련 석사 
학위 이상 

15 

일반 석사 
학위 이상 

9 

학사 학위 

응답기관수 35 

기타 

14 

끝으로， 한국인 강사는 대부분 석사 학위가 요구되고， 박사 학위를 요구 

한 기관은 그보다 적었다([표 17] 참조). 9개 기관에서는 1~5년의 해외 

수학 경험을 요구한다. 기타로는 해외 석사 학위(1) 박사 과정 재학 이상 

이거나 해외 석사 학위 이상(1 ), 학사 이상 학위와 강의 경험 2년 이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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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OL 자격증 또는 한국어 자격증(1)등을 요구하며， 나머지는 특정 요건 

이 없거나(1)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답한 곳(1)이 있으며 2개 기관에서는 

기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표 17] 한국인 강사의 자격 요건 

H 

τ
 

구
 

’ 석사학위 박사학위 해외 수학 경험 

응답기관수 48 8 7 

기타 

8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강사 자격 요건에서 대체적으로 원어민 강사에게 

는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한국인 강사에게는 석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기타에서는 소수 기관에서 원어민에게는 TESOL 자격증 

이나 경력을 중요시하고， 한국인에게는 해외 학위 및 수학 경험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주관하는 영어능력 평가 

[표 18]에서 보듯이 대부분 ‘모의 GRE/ TOEFL/ TOEIC/ TEPS’가 가 

장 많았고， 이어 ‘교내 학부생 대상 대학영어 평가’가 많았다. 기타에는 강 

좌 내 테스트， 중간 및 기말 시험，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경시 대회， 외 

국어 능력 검정 시험 개발 및 시행 편입 영어 시험 구두 테스트 등이 있 

었다. 

[표 18] 주관하는 영어 능력 평가 

부
 

]구
 

응답기관수 

측정을 의뢰한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영어능력 평가 

석， 박사 논문 제출 자격 영어 시험 

교내 학부생 대상 대학 영어 평가 

모의 GRE/ TOEFL/ TOEIC/ TEPS 

기타 

n 
1 

갱
 
깎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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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사업 

설문 응답문항 중 기관에서 발간하는 정기 학술지(문항 17) , 학술 발표 

회(문항 18) , 기관의 특수 사업에 대한 문항(문항 19)을 분석하고 논의한 

다. 이 연구 사업에 관한 항목은 해당 기관이 실용 외국어 교육 이외에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는지의 여부와 영어교육 사업 이외에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1) 기관에서 발간하는 정기 학술지 

학술지를 정기 발간하는 기관은 137~ 이며， 그 명칭은 어학연구(4) ， 어문 

연구(2) ， 솔외어문논총(1)， 어문논총(1) ， 어문학연구(1) ， 어학교육(1)， 언어 

(1), 언 어 와 언 어 교육 (1) , Language Education and the Computer( 1) 등 이 

다. [표 19]에 나타나 있듯이， 학술지는 연 1회 발행이 가장 많았으며， 연 

3~4회 발행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 곳에 그쳤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어교육 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학문적 연구와 학술지 발행 등에는 소극 

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19] 학술지 발간 횟수 

브
 ι 

구
 

연 1회 

12 

연 2회 

0 

연 3-4회 기타 

0 응답기관수 

다음으로， [표 2이에서 알 수 있듯이 13개 기관이 발간하는 학술지는 대 

부분 외국어 교육， 어학， 문학과 관련한 논문을 게재한다고 하였다. 그러 

나， 2개 기관에서는 어학， 문학 관련 연구 논문만을 게재하며 교육 관련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다른 1 개 기관에서는 어학 및 교육 

에 관련된 논문은 싣고 있으나， 문학 관련 논문은 싣고 있지 않다고 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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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이 학술지의 성격 및 내용 

구분 응답기관수 

순수 언어학 및 문학 관련 연구 논문 2 

이론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영어관련 외국어교육 포함) 

외국어교육 관련 연구논문 

위의 세 가지 모두 포함 

qJ 

?]

[I

이상에서 살펴보면， 응답한 67개 기관 중 13개 기관만이 학술지를 발간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기관들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체 

계적인 연구보다는 교육 자체적인 실무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화 조사나 대학 통계 연감 등의 자료 검색을 

통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107~ 대학교에서는 외국어 교육기관과는 별 

도로 언어연구소， 어문학연구소， 외국어교육연구소 등 연구사업만을 시행 

하는 연구 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 관련 

연구를 시행하는 대학교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보다 많을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 해도 영어 교육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는 대학교는 

전체의 10%를 조금 넘을 뿐이다. 

2) 학술 발표회 

학술 발표회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기관은 2곳，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기관은 9곳， 발표회가 아예 없는 기관 

은 51곳이었다. 2개 기관만이 발표회 명칭을 답하였는데 각각 ‘어학연구회 

/ 어학세미나’， ‘학술 세미나’였다. 개최 시기플 밝힌 기관은 3개 기관으로 

각각 매월 및 매년， 1년에 4번 (4，6 ，9 ， 11 월) , 하겨11 동계라고 답하였다. 

3) 기관의 특수 사업 

각 항목에 대한 설문 응답은 [표 21]과 같았다. 기타에는 13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한 기관에서 2개 이상의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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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으로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 기엽체 위탁 교육(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4) ， 교사 연수(3) ， 합숙 영어 연수(1 ), 전국 중고교 외국어 경 

시대회(1 ), 초중등 영어회화( 1), 영어 원어민 초청사업(1 ), 온라인 학습 사 

이트 운영(1) 등이 있었다. 

[표 21J 기관의 특수 사업 

응답기관수 15 

교환학생 

11 

트
 

제
 「표

 

려
 「햄

 
산
 

님
 

} 

ι
 

구
 

해외 교육기관 연수 

12 

기타 

13 

4. 운영상 난점 및 개션을 위한 제언 

글로 서술하는 부분이어서， 응답하지 않은 기관이 많았고， 117H 기관만 

이 자세한 의견을 서술하였다. 그 내용의 공통점은 원어민 강사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자격 있는 원어민 강사 확보의 어려움은 7개 기관이 공통으로 지 

적하고 있었는데， 특히 소재지가 수도권을 벗어난 대학의 경우 그 어려움 

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대학교의 경우는 국내에 체류 중인 원 

어민들의 자료룹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면서， (1)우수 원어 

민 리스트 (2)원어민 블랙 리스트 (3)각 대학별 원어민 교수 채용조건 리 

스트(급여， 강의시수 숙식제공 의료보험 등)를 공유할 펼요가 있다고 하 

였다. 더불어 채용뿐만 아니라 원어민 강사의 자격 검증 및 교육이 어렵 

다고 응답한 기관도 있었다. 

기관들이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다. 

직원이 부족하며， 독립 부서로 운영되지 못하고， 공간이 부족하여 프로그 

램을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것 또한 담당 기관 소속 전임 교수가 없어서 

제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다는 것， 대학 본부의 재정 지 

원이 없어서 경영이 어렵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각 인력들의 

처우 문제 등도 어려운 점의 하나로 말하고 있었다. 모든 문제가 예산 부 

족으로 인한 문제들이며， 열부 기관에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펼요 

하다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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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교육적 측면에서 강좌의 세부적인 면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대학에서는 어학교육 진도 측정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학생들의 

능력 향상 정도를 계량화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강사의 자 

격 검증 문제와 더불어 학생들이 회화만을 선호함으로 인해 작문 능력이 

뒤떨어지는 점， 이공과 학생들의 외국어 경시 경향， 그리고 제2외국어 소 

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5. 논의 

À -l 조므L 초!. λ1 
E프 l..!_ t._I_ I 결과를 종합하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대부분의 대학교 

들은 외국어 능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외국어 교육 기관을 설 

치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설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 

당수의 기관이 1990년 이후에 설립된 것에서도 이러한 특정이 드러났다. 

그러나 강좌 수나 시설 교원 수를 감안할 때 소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이 

며，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중점 사업， 그리고 교원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인원이 강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기관이 외국어 교육이라 

는 단기적 수익 사엽에 치중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연구 사 

엽에는 다소 소홀함을 알 수 있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 

적으로 해당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구 사업의 비중도 점차 

커져가야 할 것이다. 사업 수익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연구로 재투자되 

지 않는 한 실제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각 대학 부셜 외국어 교육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이나 강사 등에 관련된 정보플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각 

기관의 질적 향상 또한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 부설 영어 교육 관련 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 

초 조사이다. 1990년 이후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해당 기관이 급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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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이는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암으로의 연구를 위 

해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방법을 서 

면 설문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 살펴볼 수 

는 없었다. 앞으로는 이들 기관의 운영에 관해서 방문 조사나 면접 등을 

통한 보다 상세한 질적 연구가 보충됨으로써，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 

성이나 기관 운영과 관련한 심도 갚은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외국어 교육 기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기관간에 공 

유됨으로써 동일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타 기관의 장점을 

수용함으로써 발전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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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 

님 
T 

조사 절문지 기관 잘태 관련 교육 전국 각 대학교 부절 외국어 

2001년 2월 

표해 주십시오. 문항에서는 해당 사항 모두에 객관식 훌 

연혁， 조직 현황 및 시섣 T!1 
^ 목적 1. (1 -8) 명 칭 , 설 립 

1. 기관 명칭 

@ 언어 교육 실시 ( ) 
)@ 기타: 

년 

3. 섣립 목적 (해당하는 모두에 O표함) 
@ 어학 연구 () (2) 언어 교육 연구 ( ) 

@ 언어 능력 측정( ) (5) 언어 교육 지도자 양성( 

2. 설립 연도: 

@ 어학 연구( 
4. 현재의 중점 사엽 (우선 순위대로 1 ，2 ，3으로 표시) 

@ 언어 교육( ) (2) 언어 능력 측정( ) 
@ 기타: 

5. 소속 
@ 대학교 본부 소속 ( @ 기타: )(2) 단과대학 소속 ( 

명칭을 있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 

연구부， 측정부， 행정실) 

서
 
부
 

HT 

려
」
 

-
-
-
-
호
ι
 

관
 내
 

기
，
 고
 

6 귀 
(예 

----명) 
----명) 

/
기-

----명; 전임 교수 
----명; 비전임-특별 

7. 담당 직원 및 교원의 
@ 교수 (겸직 교수 

￠ 연구원 (전임 

3 강사 ----명 
@ 행정직 ----명 
(5) 조교 (조교 ----명 ;T.A __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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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 기관의 시설에 판하여 아래 표의 빈 칸에 수량 및 수용 인원을 적어 주십 
시오 기타 시설은 빈 칸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 명 설치 여부 

건물 연면적 

전용 강의실 

어학 LAB실(오디오) 
/근이 즈 닙二~、l 멀티미디어실 

컴퓨터 실습실 

영상 자료실 

위성 수신시설 

11. (9-16) 교육 사업 

9 강의 대상 
@ 본교 학생( ) (2) 교직원( ) @ 일반인( 

10. 귀 기관에서 개설한 영어 이외의 외국어 강좌 
CD 독일어() (2) 러시아어( ) (3) 스페인어( 
@ 중국어() @ 프랑스어( ) (]) 한국어( ) 

11. 영어 강좌의 종류 및 평균 수강인원 

강좌 종류 개설 여부 

영어회화 

어휘 

발음， 청취 

작문 

ESP(business English, public speech등) 

TOEFL 

TEPS 

TOEIC 

GRE 

TESOL 지도자 과정 
기타 

각 실당 수용인원 

@ 기타: 

@ 일본어( 
@ 기타: 

평균 수강 인원 
(약 ..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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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 학기 개설되는 영어강좌 수 

@ 매 학기 중 총 ----개 강좌 ￠ 방학중 총 ----개 강좌 

13. 영어 강좌의 성격 
@ 일회성， 학점무관( @ 단계별 진급식( 

9 기관이 지정한 외부 도서( 
@ 강사가 지정한 외부 도서( 

14. 강좌에 사용되는 교재 
@ 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자료( 
@ 강사가 제작한 자료( ) 

@ 기타: 

15. 영어 강좌 강사의 수 

@ 원어민 강사 ----명 @ 한국인 강사 ----명 

@ 일반 석사학위 이상( 
@ 기타: 

거
L
 

요
 ) 녀

 씬
 

-/ 

이
|
 

시
 
끼
마
 

OT 
용
 -

채
 
샤
 
) 

사
 석
 ( 

강
 련
 
위
 

민
 
관
 학
 

어
 
어
 
사
 

원
 
영
 
학
 

L 
@ 
@ 

표
 

@ 박사학위( 
@ 기타: 

15-2. 한국인 강사 채용시 자격 요건 
@ 석사학위 ( ) 

@ 해외 수학 경험(_년 이상)( 

16. 귀 기관에서 주관하는 영어 능력 평가 
@ 측정을 의뢰한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영어능력 평가( 
@ 석，박사 논문제출 자격 영어 시험( ) 

@ 교내 학부생 대상 대학 영어 평가( ) 
@ 모의 GRE/ TOEFL/ TOEIC/ TEPS ( 
@ 기타: 

연구 사업 

탑한 경우 18번으로 가십시오.) 

111. (17-19) 

17. 귀 기관에서 발간하는 정기 학숨지는? 
@ 있음 : 명칭 ( 

@ 없음 ( ) ((2)에 

17-1. 학숲지 발간 횟수 
@ 연 1회() (2) 연 2회( @ 기타: @연 3-4회( 

교육 포함) ( 

17-2. 학술지의 성격 및 내용 
@ 순수 언어 학 및 문학 관련 연구 논문( ) 

@ 이론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영어 관련 외국어 
@ 외국어 교육 관련 연구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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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위 의 세 가지 모두 포함( ) 

18. 학숨 발표회 
@ 정기( ) 

@ 학숲 발표회 명칭 
@ 개최 시기 

19. 기관에서 운영하는 특수사업 
@ 해외 교육기관 연수( ) 

3 산학 협력 프로젝트( ) 

CZl 비정기( ) 

@ 교환 학생( 
@ 기타: 

@ 없음( ) 

IV. 운영상 어려운 점이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가 았으면 아래 공간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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