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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및 강의실
월 19:00-22:00 701-105

담당교수 김성애

연구실

(상담가능장소)
제2사범관 111-2호 상담시간

연락처 이메일

수업방식 강의 및 토론

평가방법
출석 및 참여 10%, 발표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50%

 *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대필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선수과목 및

지식

교수목표

    이 과목은 외국어습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외국어습득 과정에 관계되는 다양한 양상들

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수강생들이 교실상황에서 학생들의 목표언어 학습을 돕기 위해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1) 언어가 무엇이며 어떻게 습득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한다.

2) 모국어 및 외국어 습득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 안다.

3) 외국어 교실에서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안다.

강의개요

1) 모국어습득과 외국어습득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강의를 제공한다.

2)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각 학생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논문을 읽고 요약 발표한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학습지원센터와 강의 및 과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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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강의계획

주차 강의 및 실험 실기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1주
[표절, 시험 부정행위 예방교육 및 실험·실습 안전교육 실시] 강의 개요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제2주 언어, 학습, 교수

제3주 모국어습득 이론

제4주 나이와 언어습득

제5주 인간의 학습

제6주 학습스타일과 학습전략

제7주 언어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

제8주 언어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

제9주 언어 간 전이 및 중간 언어

제10주 의사소통능력

제11주 외국어습득 이론

제12주 교실에서의 상호작용과 외국어습득

제13주 언어교수와 외국어습득

제14주 학습자 자율성과 교사 계발

제15주 강의 내용 요약

제16주 기말고사(수업없음)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