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영어영문학전공-영어교육직 CDR의 목표

CDR 목표

CDR
대상직업군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인 영어교육을 통해서 교육자로서의 소양을 높임.영어영문학전공 교과
목은 언어학, 문학, 실용영어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학에서는 음성음운론, 영문법, 통사론, 영어사, 화용론 등을 개
설하여 영어를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이해하도록 교육한다. 영문학에서는 시, 소설, 희곡, 비평, 과목 등을 개설하
여 영문학과 문화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지니도록 교육한다. 언어학, 영문학뿐만 아니라 듣기, 쓰기, 말하기 등 실용
영어 교과목도 개설하여 인문학과 실무영어를 동시에 습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과목 정책을 편다.

첫째, 수준 높은 인문학적 통찰력을 배양한다.
둘째, 인문학과 실용 영어 교육을 동시에 추구한다.
셋째, 언어학과 문학 교과 내용을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1. 영어 교과서 개발 연구원
2. 영어 관련 컨텐츠 개발자
3. 영어 교재관련 연구소 근무
4. 영어 교사
5. 학원 강사
영·유아 영어교육관련 학원 강사, 초등학교 영어전담 보조교사, 학습지 교사, 영어 독서지도 교사, 초중고 입시학원
강사 등



수요예측

현  황

2. 영어영문학전공-영어교육직 CDR 직업수요분석

영어 교사들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는 실정이나, 전문적 교육의 부재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학부
모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욕구 증대에 힘입어 관련 현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영어교육직과 관련되어서는
학교영어교사, 학교 방과후 영어교사, 유치원교사, 영어학원강사, 영어교재연구원등 교육에 많이 관련되어 있다.
교직자의

교직자의 요건을 갖춘 전문적인 영어 교사 양성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는 추세
세계화에 따른 영어는 유아기때부터 많은 학부모들이 영어에 집중투자하여 영어학원, 영어학교, 영어유치원등 많은
영어교사들의 자리가 증가하고 있는추세이다.
영어교육직은 영어 학원강사, 학교선생님 뿐만아니라 그에 따른 교재연구와 교재컨텐트 연구원도 증가하고있다.



3. 영어영문학전공-영어교육직 CDR 교육과정

영어영문학전공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년

1

학

년

2

학

년

학
기

1

2

1

2

영어듣기Ⅰ(2/2)
영문학개론(3/3)
영어읽기Ⅰ(2/2)
영어발음연습(2/2)
영어권문화의이해(2/2)

영어듣기Ⅰ(2/2)
영문학개론(3/3)
영어읽기Ⅰ(2/2)
영어발음연습(2/2)

영어1(2/2)
상명CareerStart(1/2)
교양과인성(영어영문)(1/1)

영어2(2/2)영어회화Ⅰ(2/2)
영어쓰기Ⅰ(2/2)
영문법(3/3)

영어회화Ⅰ(2/2)
영어쓰기Ⅰ(2/2)
통번역학입문(3/3)
영문법(3/3)

영어회화Ⅱ(2/2)
영어학개론(3/3)
영어쓰기Ⅱ(2/2)
영소설Ⅰ(3/3)
영어어원연구(2/2)

영어회화Ⅱ(2/2)
영어학개론(3/3)
영어쓰기Ⅱ(2/2)

교육과정(2/2)
교육학개론(2/2)
교육심리(2/2)

교육철학및교육사(2/2)
교육사회(2/2)
교직실무(2/2)
교육봉사활동I(1/2)

음성음운론(3/3)
영어듣기Ⅱ(2/2)

낭만주의영시(3/3)
문화텍스트번역(PBL)(3/3)
음성음운론(3/3)
영어듣기Ⅱ(2/2)



영어영문학전공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기

1

2

1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고급영어회화(2/2)
영희곡(3/3)
영문학과비평(3/3)
통사론(3/3)
영어교과교육론(3/3)

화용론(3/3)
SHAKESPEARE(3/3)
영소설Ⅱ(3/3)
영어읽기Ⅱ(2/2)
전공과취업Ⅰ(영어영문학)(1/1)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3/3)

현대영시(3/3)
영어교과논리및논술(2/2)

화용론(3/3)
영소설Ⅱ(3/3)
영어읽기Ⅱ(2/2)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3/3)

고급영어회화(2/2)
통사론(3/3)
영어교과교육론(3/3)

교육방법및교육공학(2/2)
생활지도및상담(2/2)
교육봉사활동II(1/2)
특수교육학개론(2/2)

교육평가(2/2)
교육행정및교육경영(2/2)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2/2)

학교현장실습(2/2)영어사(3/3)
현대영시(3/3)
전공과취업Ⅱ(영어영문학)(1/1)
영어교과논리및논술(2/2)

영소설번역(3/3)
영어학특강(3/3)
문학과영상(3/3)

영소설번역(3/3)
문학과영상(3/3)



학
년

학
기
영어영문학전공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1

전

체

2

58/58 40/43

TOEIC(2/2)
영어쓰기Ⅰ(2/2)

영어쓰기Ⅱ(2/2)



4. 영어영문학전공-영어교육직 CDR 자율프로그램

교 내

교 외

구 분 개인 그룹

전공분야별 자율학습 운영     관심분야별 study
group조성 독려

영어권 해외연수

개인면담을 통해 각 개인에 적합한 study plan을
세우도록 지도

각종 자격증 취득   영어권 해외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