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어교육전공                            (英文 : Major in English Education)

□ 교육목표
1. 영어교과교육 영역의 최신 이론과 방법적 원리의 교수-학습을 통한 현장 교사들의 교과교
육 전문성 신장
2. 영어교과 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영어 교과교육 
담당교사 양성
3. 교육전문직 수행에 요구되는 투철한 교육철학과 교직관 확립
 

구 분 학수번호 교   과   목 학점 교 육 부 고 시
기본이수과목

전공선수

10302002 영문법교육연구
Study on English Grammar Teaching 2

10302004
영어학교육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Teaching

2

10302006 영∙미국문학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2

교과교육학

10303008 영어통사론교육연구
Study on Teaching English Syntax 2

10303009 영어학습평가
English Learning Test 2

10303010 영어교육론
English Teaching Theory 2 영어교육론

10303011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English Teaching Material 
Development and Teaching Methods

2 교과교육영역

10303012
영어청해및회화교육
Teaching EFL Listening 
Comprehension and Speaking

2

10303013 언어측정및평가
EFL Assessment and Evaluation 2

10303016 영어교육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s in English Education 2

10303017 영어논리및논술
Practice of English Logical Statement 2 교과교육영역

10303018 영어작문
English EFL Writing 2 영어작문

10303019 영어독해
English EFL Reading 2 영어독해

10303020
영어교과교육론
English Materials and Teaching 
Theory

2 교과교육영역



교과내용학

10304006 영어사연구
Study on English Language History 2

10304007 20세기영국소설
20C English Novels 2

10304008 미국현대소설
American Modern Novels 2

10304009 영시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Poetry 2

10304017
영미희곡교육연구 
Study on English&American Drama 
Teaching

2

10304018
영미문학비평교육연구
Study on English&American Literary 
Criticism Teaching

2

10304022 영어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2 영어학개론

10304024 영미문화
English&American Culture 2 영미문화

10304026 영문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2 영문학개론

10304027 영어문법
English Grammar 2 영어문법

10304028 실용영어
Practical English 2 실용영어

10304029 영어음성음운론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2 영어음성음운론

10304030 영어통사이론
English Syntactic Theories 2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영 어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
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
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기
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
음운론, 영미문화



 ❚ 교과목 해설

l 영문법교육연구(Study on English Grammar Teaching)

영어구문의 정확한 해독을 위해 영문법의 지식을 보다 심화하며 현대 언어학의 심층구조 
등을 이해하며 살펴본다.

l 영어학교육개론(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Teaching)

영어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영어학의 기초 개념, 기본적 방법론을 소개하고 영어학의 전반
적인 특징을 개괄한다.

l 영∙미국문학(English And Amrican Literature)

미국문학의 전반적인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살펴본다.

l 영어통사론교육연구(Study on Teaching English Syntax)

영어의 문장구조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고 N.Chomsky의 지배-결속이론을 학습한다.

l 영어학습평가(English Learning Test)

평가의 기본 이론과 다양한 종류의 평가와 교육현장의 적용과 응용방법을 연구한다.

l 영어교육론(English Teaching Theory)

학생들에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알아보고 이해하도록 한다.

l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English Teaching Materia l Development and Teaching Methods)

교육전반에 있어서 목표들과 연관하여 교재구성의 기본원칙 설정, 교육자료의 비교 검토, 
교재유형과 내용배열, 모델교재연구, 지도절차와 방법의 기법연구 및 평가방법과 그 한계성을 
연구한다.

l 영어청해및회화교육(Teaching EFL Listening Comprehension and Speaking)

중등학교 영어교육에 있어서 청해 및 회화를 효율적으로 지도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연구하
며 실제 청해 및 회화 교수 능력을 익힌다.

l 언어측정및평가(EFL Assessment and Evaluation)

외국어로서의 영어 사용 능력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며, 영어 능력 측정 및 
평가를 실제로 익힌다.
l 영어교육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in English Education)



영어교육의 교과 및 학문적 특성에 바탕하여 학위논문 및 교육현장연구 논문 작성에 필요
한 지식과 기법을 익힌다. 특히, 영어교육전공 분야 논문의 체제를 비롯하여 연구주제의 설정 
방법, 연구의 설계방법,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논문의 평가방법 등을 교수-학습한다.

l 영어논리및논술(Practice of English Logica l Statement)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형식을 갖추어 서술할 수 있도록 반복 
교수-학습한다.

l 영어작문(English EFL Writing)

중등학교 영어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작문능력 신장을 이끌 수 있는 이론을 연구하며 실
제 작문 교수 능력을 익힌다.

l 영어독해(English EFL Reading)

중등학교 영어교육에 있어서 독해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론을 연구하며 실제 독
해 교수 능력을 익힌다.

l 영어교과교육론(English Materia ls and Teaching Theory)

영어를 다양한 자료와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자 한다.

l 영어사연구(Study on English Language History)

영어의 발생과 영어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고대, 중세, 그리고 현대 영어의 변천을 개관
하고 각 시대별로 철자, 어휘, 구문, 발음 등을 살펴본다.

l 20세기영국소설(20C English Novel)

20세기 영국소설의 발전 과정과 그 특징을 연구한다.

l 미국현대소설(American Modern Novel)

현대의 미국 중요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이해한다.

l 영시개론(Introduction to English Poetry)

영시의 중요한 작품과 시인에 대해 살펴본다.

l 영미희곡교육연구(Study on English&American Drama Teaching)

영미희곡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교육한다.



l 영미문학비평교육연구(Study on English&American Literary Criticism Teaching)

영미 문학비평교육의 중요한 방법론을 연구한다.

l 영어학개론(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영어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영어학의 기초 개념, 기본적 방법론을 소개하고 영어학의 전반
적인 특징을 개괄한다.

l 영미문화(English&American Culture)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영미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l 영문학개론(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 ture)

영문학의 전반적인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살펴본다.

l 영어문법(English Grammar)

영어구문의 정확한 해독을 위한 영문법의 지식을 보다 심화하며 현대 언어학의 심층구조 
등을 이해하며 살펴본다.

l 실용영어(Practica l English)

다양한 영문서식 및 비즈니스 영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l 영어음성음운론(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영어의 음성구조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발음연습을 한다.

l 영어통사이론(English Syntactic Theories)

전반적인 영어통사이론들을 조사연구하고 이론이 영어교육에 적용되어 영어문장구조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