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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apid development in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in recent

year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eaching English have been altered

greatly. The use of multimedia and the Internet as a means of language

teaching is increasing as information technology accelerates. Using

multimedia and the Internet in language teaching allows teachers to have

more time to devote to interacting with their students. Above all, it arouses

in students the motivation for learning and enables each student to study

with the speed commensurate to his/her own ability. Both teachers and

students can choose their own style that is most efficient for their classes.

When students are efficiently stimulated through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they can be more easily motivated to utilize and develop creative

techniques by using multimedia and the Internet. Thus, in the information

age, it would be desirable to innovate the existing concepts of lineal

education and allow more student-centered lessons to more readily expose

students to contents and experiences according to their own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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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화는 이러한 정보를 특정 목적에 맞게 적절히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실시간으로 동영상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속의 대용량 정보통

신망이 생겨나고, 또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

이터베이스의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보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사회

정보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정보화는 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정보기술 전문가들조차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정보사회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정보사회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터넷은 교육에 있어 새롭고 차별화된 단면

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영어의 힘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의 영어 활용 능력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인터넷상의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구사능력은 이제 더 이상 의무나

겉치레가 아니며 곧 생존 수단과 직결되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

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사회의 속성을 조사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적절한 영

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생각해보고, 정보화 시대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안해 보겠다.

인간은 유사 이래로 갖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를 보존ㆍ이용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특히 문자의 발명은 정보의 보존과 함께 정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발전에 혁신적인 기여를 하였다. 미디어의 역사는 이

를 잘 대변해 주고 있으며, 정보 유통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방송과 통신의 변화는

정보사회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흔히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

지 등을 기존의 매스미디어라고 하며, 유선 텔레비전(CATV), 홈 비디오, 위성방송,

텔리텍스트
1)
(Teletext), 비디오텍스

2)
(Videotex) 등을 뉴 미디어라고 부르지만 뉴 미

1) 흔히 문자다중방송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텔레비전에 부착된 장치를 통해 일반 텔레비전

방송과 함께 송신되어 오는 문자 정보를 수신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화회선을 이용해 정보센터 내 호스트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중,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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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또 다른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오늘

의 뉴 미디어를 언제든 기존의 미디어로 만들게 된다. 즉, 뉴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

어에 새로운 기술이 부가되는 미디어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강상현(1998)은 이러한 뉴 미디어의 특징으로 시간적 상대성, 사회적 상대성, 기

술/기능적 상대성 등을 들고 있다. 먼저 시간적 상대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매체에

비하면 지금의 매체는 보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뉴 미디어는 시

간적인 상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흑백 텔레비전에 비하면 컬러 텔레비전은 상

대적으로 뉴 미디어이고, 기존 신문에 비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자신문은 시간

적인 선후관계로 보아 상대적으로 뉴 미디어임에 분명하다. 한때 뉴 미디어였던 것

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드 미디어(old media)가 되는 것은 매체 발달사 속에서

각 매체가 지닌 하나의 운명이다. 구두/문자/인쇄/텔레/컴퓨터 의사소통 시대로 이

어지는 정보통신 기술 발달사는 인류의 지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낸 뉴 미디어의

역사를 말해주며, 동시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과거의 매체에

밀려나는 올드 미디어의 역사를 말해주기도 한다. 말을 통해서만 의사소통하던 시

대에 문자의 등장은 분명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이었을 것이고, 인쇄술의 등장은 문

자를 올드 미디어로 변전시켰다. 마찬가지로 시청각 정보를 전달하는 지상파 텔레

비전의 등장은 시각과 청각에 각각 의존하던 인쇄물과 라디오를 과거의 미디어로

몰아내게 되었고, 디지털 위성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인해 역시 기존 텔레비전도 같

은 입장에 처해질 운명이다.

둘째, 사회적 상대성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사가 인류 일반의 매체 발달사를 말

해 주고 있지만 그러한 기술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러한 기술의 혜택이 모든 나라,

모든 사회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당대

의 뉴 미디어가 결코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뉴 미디어로 인식되는 것도 아니다.

초기의 인쇄술이 일부 동양인들에게는 뉴 미디어였지만, 서구세계에 그것이 뉴 미

디어로 인식되기까지는 그로부터 수 세기가 흘러서야 가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컴퓨터 통신이 일부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뉴 미디어로 인식되고 또 활용

되고 있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기반이 취약한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생활 속의 뉴

미디어로 수용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사람들에게는 유선 텔레비전

이 실용적인 뉴 미디어로 이미 자리 잡고 있겠지만 산간벽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껏해야 어디선가 들었음직한 막연한 추상의 미디어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보급과 이용이 일반화된 올드 미디어가 어떤 나라에서

문자 및 도형 정보를 비디오텍스 수신용 단말기나 별도의 디코더가 부착된 일반 텔레비전 수

상기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흔히 쌍방향 온라인 정보시스템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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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제 막 도입을 서두르는 뉴 미디어일 수도 있다. 이처럼 뉴 미디어란 것은 나

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로 인식될

수도 있고, 이미 오래된 미디어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생생한 미디

어일 수도 있는 역시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셋째, 기술/기능적 상대성은 뉴 미디어가 ‘새로운 매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미

디어 기술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뉴 미디어는 기

존 미디어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기존 미디어와는 전혀 다른 기능이 부가된

미디어를 말한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사를 보더라도 구두/문자/인쇄/텔레/컴퓨터 의

사소통 시대를 구분 짓는 기준 중의 하나가 각 미디어의 기능적인 혁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두 의사소통 시대에서 문자 의사소통 시대로의 전이는

글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의해 구분된다. 글은 말에 비해 메시지의 저장이

나 보존 기능에 있어서 획기적 발전을 반영한다. 그리고 인쇄 의사소통 시대로의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쇄술은 메시지의 다량 복제 기능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텔레 의사소통 시대를 가져온 전신, 전화 기술은 원격지간의 신속

한 메시지 송수신 기능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주요 기능 확장의 역사가 마침내 금세기에 이르러서는 정보처

리 및 저장 기술로서의 컴퓨터와 정보 송수신 기술로서의 첨단 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정보의 저장 및 보존성, 정보의 다량 복제성,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원격성이 보다 고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 영상 등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나 정보라도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쌍방향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에 의해 새로운 기능을 갖는 각종 뉴 미디어를 출

현시키고 있다.

김영석(1999)도 뉴 미디어를 시대와 장소에 따라 지칭하는 대상이 가변적인 용어

로 간주하고 있다. 새롭다는 것은 항상 기존의 것에 대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

이다. 즉, 지금 올드 미디어로 지칭되는 것이 과거에는 분명 뉴 미디어로 불렸고,

마찬가지로 지금 뉴 미디어로 지칭되는 것도 시간이 지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

면 올드 미디어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올드 미디어이고 어디서

부터가 뉴 미디어인가를 구별하는 것도 평가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

다. 뉴 미디어의 범위도 가장 기초적인 물리적 기술 요소로부터 그것을 이용하는

서비스 기술까지 광범위하고도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하나로 단

순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김영석(1999)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뉴 미디어라는 용어는 적어도 20

세기 후반 이후 컴퓨터 공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여 광

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정보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로 본다. 또한 강상현(199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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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뉴 미디어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대중매체에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이 가미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거나 그와는 별개의 새로운 기능을 갖는 미

디어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고, 그처럼 새로운 미디어들이 다시 하나의 통합 매체로

융합되어가는 멀티미디어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

뉴 미디어는 이처럼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방법으로 정보를 유통시키며, 그 역할

및 영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뉴 미디어의 지속적인 출현과 신장은 사

회 정보화를 가속화하게 되어 사람들은 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그 만큼 더 많아지게

된다. 이제는 정보처리 및 통신의 디지털화 추세와 더불어 점차 하나의 통일된 미

디어 체제로 통합되고 있으므로, 멀티미디어가 뉴미디어의 새로운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수행되고 있는 영어교육은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도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멀티미디어는 흔히 오디오, 비

디오 등 기존의 전자매체에 컴퓨터를 통합시켜 제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교수 매체로서의 멀티미디어의 개념은 아직 정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다. 강상현

(1998)에서는 다기능 매체로서의 뉴 미디어를 멀티미디어로 정의하고 있다. 즉, 오

늘날 뉴 미디어는 정보처리 및 통신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미디어가 각기

별개로 수행하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석호(1997)에서는 멀티미디어 또는 하이퍼미디어(hypermedia)를 기존의 방송기

술에 통신과 컴퓨터 기술이 추가된 보다 발전된 형태의 미디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차원의 미디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영석(1999)에서는 멀티미디어를 영상, 음성, 데이터 등 이질적인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단일한 신호처리 방식에 따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전송하고 표시하는 미디어로 정의한다. 즉, 멀티미디어는 영상과 음성, 데이터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이루어진 메시지 혹은 서비스를 하나의 미디어를 통해서 제

공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압

축, 전송, 복원 기술을 사용하는 CD-ROM이나 DVD
3)
같은 다양한 저장 매체와 여

3) DVD(Digital Video Disk)는 직경 12㎝의 콤팩트디스크(CD)에 영상 압축에 관한 국제규격

인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2에 의한 화상 압축 기술과 돌비(AC3) 음성 압축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차세대 영상기록 매체를 말한

다. 총 2백70분의 저장능력을 갖고 있는 DVD는 CD보다 4배 정도 많은 영상과 음성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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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의 네트워크 수단을 이용하여 미디어와 이용자 혹은 미디어 사용자간에 쌍

방향의 정보검색 혹은 정보교류가 가능한 복합 미디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김영석(1999)은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와 구분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를 정보

의 디지털화, 하나의 단말기를 통한 다양한 정보형태의 통합적 처리, 정보이용의 상

호작용이나 쌍방향성 등의 측면을 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화된 통합정보

의 쌍방향 이용을 위해 유선 혹은 무선 형태의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정보

전송의 네트워크성을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주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다.

최진석(1997)은 멀티미디어를 용어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정보매체를 동시에 표

현하는 기술로 보며, 문자, 음성, 그래픽, 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형태가 통합되어 생

성, 전달, 처리되도록 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로 정의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는 다

양한 정보를 동시에 표현하는 동시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정보

통신 기술을 감성화, 인간화시켜 논리적 정보뿐만 아니라 감성적 정보까지 전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수요의 고도화를 멀티미디어 실현의 배경

으로 보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음성 인식 및 음성 합성, 동화상

처리 등 매체 처리 기술의 발전, 고해상도, 고색상의 모니터, 터치 스크린, 스캐너,

펜 입력장치 등 자료 입출력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펜티엄 등 고성능 상용 마이크

로프로세서, 영상처리 칩 등 컴퓨터 성능 향상, CD-ROM, 대용량 메모리 반도체,

하드디스크 등 자료저장 장치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어서 접근하기 편리한 정보 이용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가 일어나면서 컴퓨터

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사용도 증가하게 되었고, 의사전달의 효과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로 영상, 음성 등을 컴퓨터에서 구현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전달

매체에 대한 요구 증대로 대화 형식의 서비스, 전화망을 이용한 영상 서비스 등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는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는 복수 미디어의

통합적 개념 이외에도 통신과 컴퓨터, 방송 산업의 통합이나 관련 업계의 통합 및

융합 등을 통해 각종 산업의 구도 및 방향 전환의 발상이 되고 있다. 즉 정보통신

과 관련된 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촉진시키면서 무한한 신규 사업을 창출시킨다. 특

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거대한 멀티미디어 산업을 위한 중요한 기반 분야로 강조되

며, 통신이나 컴퓨터,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신문, 출판,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최대 8개 언어의 음성과 32개 언어의 자막을 기록할 수 있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가정용 비디오를 대체함은 물론 교육용으로도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

상된다. 또 DVD는 대용량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어 DVD RW 기기의 실용화에 따

라 HDTV시대의 고용량 디스크로도 각광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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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멀티미디어의 발전과 보급의 확대는 정보화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핵

심적 요인이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이용 가치가 증폭되고 있다. 교육 분야도 예

외가 될 수 없으며, 그 예로 이제는 원격 대학뿐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인터넷

강좌 및 대학 홈페이지 개설 등 원격형 모델을 지향하고 있어 대학 교육에서도 교

육 형태 및 방법의 멀티미디어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은 International Network의 약자로 세계 각국의 컴퓨터들이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라는 공통의 규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통신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은 원래 1960년대 미국에서 군사적 목

적으로 시작되었다. 1969년 소련이 우주선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 국방

성은 군사 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앞서고자 하는 목적과 자국의 방대한

연구자료 및 연구원들의 개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목적으로 ARPAnet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 을 구성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후 발전을 거듭하여 1993년 Marc Andressen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주는 Mosaic이라는 WWW(World Wide Web) 서비스 이용 도구를 만들어 내면서

WWW은 Internet 세계에서 표준으로 통하게 되었고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에 세계 각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게 되었다.

인터넷 업계에서 단연 앞서가고 있는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1996년 연방정부 주도로 대학ㆍ기업이 협력해 차세대 인터넷
4)
연구 계획을 시작했

다. 인터넷의 생명은 속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180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차세

대 인터넷 개발 협회(UCAID)는 인터넷2컨소시엄
5)
을 구성해 차세대 인터넷을 연구

하고 있다.

NGI는 지금보다 1천배 빠른 인터넷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개발되면 책 한 권을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는데 수초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 국방부의 경우 미국의 동서해안 20개 지역을 연결하는 지금보다

1000배 빠른 인터넷의 시험 가동에 이미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매우 가까운 장래에 차세대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2컨소시엄은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필요한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주는

QoS
6)
를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방법은 라우터

7)
가 가장 중요한 자료부

터 우선적으로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전송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4) 차세대 인터넷 (NGI: Next Generation Internet)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ngi.gov를 통

해 얻을 수 있다.

5) 홈페이지는 www.internet2.edu이다.

6) Quality of Service 즉, 서비스의 질을 말한다.

7) router 즉,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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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인터넷 기술 투자가 지연되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1997년 우리나라는 아시아ㆍ

태평양 지역 국가와 함께 이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 APAN
8)
을 설

립하였으며, APAN 한국협의회는 미국ㆍ일본 등과 역대 주요 국가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인터넷 관련 기술을 이들 국가들과 공

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영어교육 현장에서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은 기존의 교수 형태나 방법과

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수 형태나 방법으로

는 실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시공을 초월한 교육의 실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는 언어 학습에서 여러 가지 다른 매체들을 동시에

컴퓨터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이들의 상호작용이 통합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이들 매

체들이 가지는 제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은

문자, 그림, 사진, 애니메이션, 음성 및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에게 학습 현

장을 보다 생생하게 접하고 연습할 수 있게 한다.

멀티미디어 영어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CD-ROM의 경우 CD-RW의

매체를 사용하면 방대한 자료의 저장, 편집, 보관 및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기

능과 함께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어학습용 프로그램, 전

자사전, 영화 CD 등이 CD-ROM의 형태로 출시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다수의 학습

자가 동시 접속하여 독자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LAN Version 또는 Web Version의

영어학습용 코스웨어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최수영(1999)에서는 CD-ROM 코스웨

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1) CD-ROM 코스웨어

․생생한 원어민의 음성과 함께 관련된 그림이 제공된다.

․학습자가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 학습할 수 있다.

․언어 학습에서 가장 필요한 반복 학습이 용이하다.

8) APAN (Asia Pacific Advanced Network)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apan.net/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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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을 찾거나 반복하는데 거의 시간이 들지 않는다.

․학습자가 끊임없이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학습의 수준과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

․고가의 코스웨어는 코스웨어 관리시스템이 제공되어 진단과 평가에 도움이 되고

학생과 교사에게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CD-ROM 코스웨어의 최대의 장점 중의 하나는 개별 학습자의 능력

에 맞추어 수준과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지만 이 시점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CD-ROM을 통한 개별

학습에 대해 원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학습 의욕을 보이지 않는 학습

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습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증가하고 또한 각급 학교에서 학습자들이 선택적으로 대부분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제 수업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점점 더 적어지고

있으나 향후 멀티미디어 교육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책을 세워두는 것

도 좋을 것이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학습 과정 및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

법을 들 수 있겠지만 상담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은 시공을 초월하여 정보의 검색, 수집, 교환이 가

능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의의가 큰 통신 수단이다. 인터넷 접속 활동은 무엇보

다도 영어로 된 자료를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그 자체가 하나

의 훌륭한 살아있는 영어교육 현장이다. Kim과 Lim(1997)은 현재 인터넷상으로 전

달되고 있는 정보의 90% 이상이 영어인 것을 감안하면, 영어와 인터넷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인터넷은 영어라는

의사소통 도구와 끝없이 널려 있는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공부하

는 과정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지적한다. 조세경(1999)도 인터넷상의 영어교육의 장

점으로 인터넷 의사소통의 기본언어가 영어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지적하면서 영어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9)
. 최수영(2000)은 영어교육을 위해 인터넷에서 할 수 있

는 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9) 조세경(1999)은 인터넷 영어교육의 장점으로 이밖에도 원어민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라는 점, 영어 학습자에게 가상현실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와 상대와의 상호작용

이 가능한 점, 접근의 용이성 제공, 영어 사용권의 문화를 살아있는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

는 점, 학습자들의 강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심리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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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교육을 위해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일

․편지나 문서를 교환할 수 있다. (E-mail)

․유용한 정보들을 송수신할 수 있다. (File Transfer Protocol: FTP)

․원거리에 떨어진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 (Telnet)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Gopher)

․관심사가 동일한 사용자들끼리 필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Usenet)

․인터넷 사용자들끼리 컴퓨터를 통하여 대화를 할 수 있다.(Internet Relay

Chatting)

․그래픽 환경과 하이퍼텍스트에 기반을 두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World

Wide Web)

이와 같이 영어교육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는 모두 많은 것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eal Audio
10)

라는 프로그램은 CNN, ABC, NBC 등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유수한 웹 사이트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 이들 사이트들을 손쉽

게 접속할 수 있다. 국내 프로그램 중 거원시스템의 제트라디오
11)

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는 전 세계 1300여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98개의 분류 항목에 정

리되어 있어, 사용자가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원하는 방송국의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빛고을
12)

의 인터넷 방송용 소프트웨

어 V-TV INSTANT PUSH는 별도의 텔레비전 수신카드 없이 컴퓨터로 공중파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하며, 이밖에도 케이블, 위성TV 서비스는 물론 각 방송 사이

트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연계시켜 보여주는 기능들을 제공하며 세계 각국의 인

터넷 방송 청취도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신

기에 제공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출현은 교육 부문에도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가 곧 올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ang(1998)은 멀티미디어 교육현장에서 세계화에 대

한 풍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영어방송 청취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

다
13)

.

10) Real Player (실제는 RealPlayer라고 표기함)라고도 한다. 실시간으로 음성 및 동화상 등

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Home Page 주소는 http://www.real.com이다.

11) Jet-Radio는 인터넷 실시간 라디오 방송 청취 프로그램이다. 거원시스템의 Home Page는

http://www.cowon.com이다.

12) Home Page 주소는 http://www.vitgoul.co.kr이다.

13) Kang(1998)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97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실시한 실험 연구 결

과 전체 응답자의 88.7%가 영어방송 청취 활동이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라 응답했다. 또한 세

계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4.5%, 한국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91.9%, 학교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 및 학교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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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우편도 시공을 초월하여 교사와 학습자 상호간에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편리한 수단이다. 전자우편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는 수업 내용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과제를 동시에 부

여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과제를 받을 수도 있다. 학습자와 교사 간에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것은 영작문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전자우편을 통해 주고받은 자료

는 문서로 주고받은 자료와는 달리 교사와 학습자 모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편집

ㆍ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Signal Penpal Magazine
14)
등을

활용하면 전자우편을 통해 손쉽게 국제 펜팔을 할 수 있다.

문서뿐만 아니라 음성, 그림, 동화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

자우편은 가히 쌍방향 교육 매체로서의 컴퓨터의 기능을 배가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우편은 또한 일반 전화나 모사전송에 비해 통신비용이 극히 저렴하다

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최근 국내외 각종 기관에서는 무료로 전자우편 사용 ID를

발급해 주고 있기도 하다
15)

.

Dave Sperling의 Dave's ESL Cafe
16)

는 대화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영어교

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ave's ESL Cafe는 교사 및

학습자별로 포럼에 참여할 수 있으며 ESL 구직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한편 영어

청취 연습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기를 원할 경우 청취 전문 사이트인 Randall's ESL

Cyber Listening Lab
17)

을 활용하면 수준별로 학습 내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어

효과적이고 편리하다. 최수영(2000)에서는 인터넷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이

얻게 될 수 있는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3) 인터넷 집중 사용 후 능력 향상 결과

․실제 자료, 텍스트, 프로그램을 찾아서 알아낼 수 있다.

․집단적인 문제 해결 활동으로서의 탐구 노력을 개발한다.

․인터넷 자료를 폭넓게 읽음으로써 읽기 능력과 어휘력을 증진시킨다.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 쓰기 능력을 키운다.

․연구, 선정, 보고서의 형식을 정하는 등의 학문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한다.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히 98%가 각각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

났다.

14) Home Page 주소는 http://www.sci.fi/~signal이다.

15) 무료 전자우편 ID 발급 대표업체로

http://www.daum.net, http://www.netian.com, http://www.hotmail.com,

http://mail.yahoo.com, http://bigfoot.com, http://www.intizen.com,

http://www.dreamwiz.com, http://www.lycos.co.kr 등을 들 수 있다.

16) Home Page 주소는 http://www.eslcafe.com이다.

17) Home Page 주소는 http://esl-lab.co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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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에 있어서 동기 부여는 가장 강력한 학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보다는 내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의 중요성이 수차 거론되고 있다
18)

. 이를 위해 Brown(1994)은

교과과정이 학습자 중심으로 짜여질 필요가 있으며, 그로 인해 학습자들이 학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학습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자

기실현을 느낄 수 있고 개별 학습을 함으로써 의사 결정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

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학습은 제안된 이러

한 모든 활동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학습은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학습 동기를 쉽게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

면 학습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찾을 수 있으며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수영(2000)에서도 인터넷을 활

용한 영어 교수ㆍ학습의 장점으로 영어학습에 강력한 본질적 동기 증진을 첫째로

꼽고 있다
19)

. 이와 같은 학습자들의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

의 흥미를 유발하기 쉽고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동빈과

남은희(2005)는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의 웹 기반 문화교육에 의한 학습 효과를

분석하면서, 웹 기반 문화교육을 통한 영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

나 수준에 맞는 영어 웹 사이트 개발이나, 영어 수준별 웹 기반 문화교육이 필요하

다고 제안한다.

임병빈(1998)은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주장하고 있

다.

18) 내적 동기는 그 행위 자체이외에 아무런 명백한 보상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외적 동기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어떤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Lightbown과

Spada(2002)는 제2언어 습득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동기를 꼽고 있다.

19) 최수영(2000)은 이밖에도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교수ㆍ학습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추가하고 있다.

․문화적 맥락에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

․원어민과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창조적인 학습을 경험하고 제시하는 매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언어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전 세계의 정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제적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개별학습 혹은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제시를 통하여 학습 내용의 파지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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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어교육에서 인터넷 활용의 장점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교육은 각 독립교과의 융합 프로그램으로서 통합교과적 학

습 효과가 있어, 모든 교과의 보충, 심화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교육은 학생들의 목표어 문화 이해,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 등 국제인의 감각을 배양하는데 효과가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교육은 자칫 언어 기능적 측면만 강조하게 되는 현재의 영

어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영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가 아니라, ‘영어로 무

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능동적 의미의 바람직한 학습 활동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

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기본적으로 집단 협동 학습 방법을 주로 활용

함으로써 학생들 상호간의 협동심과 이해심의 함양 등 정의적 교육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대학 강좌 등 쌍방향 의사소통 형식을 띤 각종 통신

강좌는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일부 대학에서

도 강좌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특히

직장과 학교를 병행해야 하는 학습자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강용순(1997)

도 가상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schMOOze
20)
등 현재 세계의 많은 대학에서 운영

하고 있는 가상대학이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병민(1996)은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계 강의실(The World Lecture Hall)
21)

은 인터넷

을 어떻게 강의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실례들을 충분한 자료와 함께 제

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밖에도 인터넷상의 영어교육 관련 전자 학술 잡지 및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교육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개별 교사의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지사항, 수업 내용, 추천 사이트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교사와 학습자 모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지나간 수업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명록, 토론실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한

20) schMOOze는 일종의 MOO이다. MOO(MUD Object Oriented)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인터넷과 같은 전산망에 접속하여 통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여기서 MUD (Multi-User

Dimension)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즉 schMOOze는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일종의 가상대학으로 영어로 상호 통신하는 곳이다. 전자우편과는 달리 동시

적인 통신이 가능하며, 이 대학에 접속한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Home Page 주

소는 http://schmooze.hunter.cuny.edu:8888이다.

21) Home Page 주소는 http://www.utexas.edu/world/instruction/index.htm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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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을 초월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열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및 학습 기회

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대학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학이든 학원이

든 사이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기존 오프라인(off-line)에서의 체제가

새로운 정보화 시대의 교육 서비스에 적응하기 위하여 온라인(on-line)체제로 병행

하여 탈바꿈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이 사이버 교육 서비스 기

관으로서 성공할 전망이 가장 클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온

라인상에 획기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나타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

다는 것이다. 교육은 결국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탄탄한 경험

을 바탕으로 한 축적된 교육적 요령(know-how)이 온라인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

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영어교육은 향후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되어 통합된 형태로 등장

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적 활동이 교육

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박정환, 이건인과 조해란

(2004)은 언어학습법으로서 상호자율 언어학습법은 학습자 자기 주도적 학습, 상호

문화교류 학습, 실천적 의사소통 체험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며, 상호자율 언어

학습을 위한 웹 기반 학습공동체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축

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교사는 가상공간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

게 될 것이다. 즉, 평생 학습과 지속적인 교육훈련 서비스가 가상공간을 통해 이루

어지게 되는 것이다. 바야흐로 재택근무와 함께 재택학습이 보편화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사들은 응답 서비스 외에 교육용 컨텐츠 개발과 평가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

학습자들은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자신만의 공간에 자료를 저장ㆍ관리하게 될 것

이며,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사용도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인터넷 속

도의 증가는 화상 채팅의 보편화를 가속화시켜 현재 읽기ㆍ쓰기 중심의 정보 교환

및 채팅이 듣기ㆍ말하기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듣기ㆍ말하기 교육의 필요성을 자연

스럽게 배가시키게 될 것이다
23)

. 이렇게 되면 최근 인터넷을 앞세운 영어의 공세가

22) 가상공간을 통한 교육훈련 서비스의 경우에도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가 많으면 질적인 교육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가상교육의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쌍방향 교육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의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교사 대 학생의 비율보다 적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에 따라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온/오프라인 연계형 개인지도 교

수(tutor) 제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23) 화상 채팅의 경우,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도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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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 보호정책 모범국가인 프랑스의 자존심마저 구기고 있듯이 세계어로서의 영

어의 위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즉,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영어는 세계 공용어

로서 자연스럽게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24)

.

정보화 시대의 영어교육은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면대면 학습의 장점

들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대면 학습과의 상호보완적인 병행 학습을 유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학습 참여도는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교육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핵심 사항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

게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러한 접속활동을 보다 긍정적으

로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치를 위해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교사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들 간의 동

시접속 활동을 일정 시간 유지하거나, 면대면 학습과 비면대면 학습을 일정 비율

병행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학습자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면대면 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해 주는 것도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박한기, 양승갑과 오관영(2005)은 시

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학습자들의 성향에 부응하여 영어에 더 흥미를 갖고 지

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학습방식을 위해 웹 기반 학습(Web-Based

Instruction)과 교실수업을 결합시킨 통합 수업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정보화 시대의 진전으로 CAT(Computer Adaptive Testing)와 같이 평가

부문에 컴퓨터를 활용할 경우 그 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계화하여

그 데이터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량화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다. 박남식, 조준학, 김충배, 김임득

과 최인철(1998)은 실용영어 의사소통능력 인증 제도에 있어서 평가 이론적 고려

사항으로 난이도, 변별도, 신뢰도, 타당도를 들고 있다. 이 중에서 난이도의 경우 대

규모 수험집단의 수험 결과가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문항과 전체 시험의 난이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들은 이런 난이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험자의

능력에 맞춘 문항만을 제시하여 변별도와 신뢰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CAT(Computer Assisted Testing)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Moon(1997)과

24)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한 모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위치는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일본의 문부성

자문기관인 국어심의회 제3위원회가 2000년 5월 1일 공개한 ‘국제화시대 일본어교육에 대한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모국어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일상 언어를 넘어서는 추상적인 말을 사

용하기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 언어능력이나 외국어 습득에는 모국어가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인

의 사고력 증진과 인성 발달 차원에서도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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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과 Lim(1997)도 CAT의 중요성과 장점을 지지하면서 이것이 전통적 평가 방법

을 대체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자우편과 채팅의 사용량 증가로 쓰기 교육의 중요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

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토플 컴퓨터 테스트(CBT)에서 쓰기부문이 필수로 채택된

것은 정보화 시대에 당연한 귀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토플 CBT 테스트 실

시 이후 종이로 보는 테스트(PBT) 중심의 토플 강좌가 줄어들고 있는 것만 보더라

도 CAT 중심의 평가 방식은 향후 모든 교과목에서 보편적인 평가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영어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새로운 평가 방식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곧 정보화 시대의 생존 전략의 하나로 생각된다.

정보화 시대의 영어교육은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골고루 익힐 수 있도록 영어

의 네 가지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수행평

가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보화 시대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유능한 영어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급 대학의 교

양영어 과정을 지나치게 공인 영어시험 중심으로만 개편하는 것보다는 국제화 시대

에 맞추어 영어사용 능력을 익히는데 목표를 두고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골고루

익힐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영어교육은 새로운 시설과 더

불어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 정보화와 인터넷 통신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함에 따라 정보화 시대의 영어교육은 더욱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 방법과 내용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특

히 향후 인터넷은 기존의 AV 시스템 및 컴퓨터 시스템과 통합된 형태이면서도 사

용이 극히 편리하고 보다 빠른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교사와 학습

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화는 곧 세계화이며 정보화 시대에서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교

육은 교사 및 학습자의 끊임없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수단으로 자리 잡

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영어교육을 위

한 기반 시설 및 기초 교육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하루 빨리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여주는 고도의 질적인 서비스

이다. 따라서 인터넷 활용 능력과 영어교육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개

인의 생존은 물론 21세기 국가 경쟁력 및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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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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