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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언어학적 이론을 활용하여 영어를 분석할 수 있다.
▪ 영어 모음과 자음의 기술 및 체계에 관하여 음성, 음운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형태소의 종류와 기능을 이해하고 단어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 구와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변형생성의 과정 및 제약을 이해하고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수업목표
▪ 어휘 의미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인지 의미론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 발화자 의미를 중심으로 실제 언어의 사용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
▪ 영어의 습득 및 학습 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언어학적으로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언어가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관찰하고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평가기준

수료기준

▪출석률 80% 이상, 총점 60점 이상 모두 충족

성적분포

ㆍ수업기간 : 2020/08/25(화) ~ 2020/12/07(월) - 15주간
평가기간

ㆍ중간고사 : 2020/10/16(금) 낮 3시 ~ 10/20(화) 낮 3시 ㆍ과제 : 2020/10/27(화) ~ 11/09(월)
ㆍ기말고사 : 2020/11/27(금) 낮 3시 ~ 12/01(화) 낮 3시 ㆍ토론 : [1차] 2020/09/15(화) ~ 09/21(월), [2차] 2020/11/10(화) ~ 11/16(월)

성적이의
신청기간
유의사항

▪성적공개 후 3일간
ㆍ2021년 1월 학점인정 신청 가능
ㆍ2021년 2월(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 가능

주교재
(저자,출판사,

부교재
- 전상범(2011).「영어학개론 제5판」. 한국문화사

출판년도 포함)

주차

(저자,출판사,
출판년도 포함)

- O’Grady, William and John Archibald(2009).
「Contemporary Linguistics Analysis (6th ed)」. Pearson
- Parker, Frank and Kathryn Riley(2010).
「Linguistics for Non- Linguists (5th ed)」. Pearson

차시별 강의내용

차시

수업진행방법

학습자료

(원격/출석)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1) 강의 주제 : 영어학 개관
2) 강의 목표
ㆍ영어학의 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적인 지식을 파악하여 과목의
학습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ㆍ영어학의 주요 내용이 학문적인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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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음성학과 음운론
ㆍ형태론과 통사론
ㆍ의미론과 화용론
ㆍ영어의 역사 및 기타 연구 분야

1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1) 강의 주제 : 음성학과 음운론 1 – 음소(phoneme)의 발견과 이음(allophone)
2) 강의 목표
ㆍ물리적으로 연속적인 소리를 추상적인 것으로 단편화하는 과정이 어째서
‘발견’일 수 있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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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어와 한국어의 소리 차이를 이해하고, 그간 언어 사용자로서 영어
학습이나 일상생활 중 가졌던 표기법 및 발음상의 의문점에 답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음소(phoneme)와 이음(allophone)
ㆍ음소발견 절차(discovery procedure)
ㆍ음소의 분류
1) 강의 주제 : 음성학과 음운론 2 – 모음(vowel)과 자음(consonant)
2) 강의 목표
ㆍ영어의 모음 체계를 도식을 통해 이해하고 높이와 전·후방성및 긴장과
이완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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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어의 자음 체계를 도표를 통해 이해하고 조음(articulation)의 위치와 방법
및 유·무성의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모음을 기술하기 위한 전통적 기준
ㆍ이중모음(diphthong)의 특징과 발음
ㆍ자음을 기술하기 위한 전통적 기준
2
1) 강의 주제 : 음성학과 음운론 3 – 조음 방법과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
2) 강의 목표
ㆍ자음 도표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분류 및 이해를
시도함에 있어 조음의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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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조음운론(structural phonology)과 생성음운론(generative phonology)을
비교하여 고찰하고 그 특성과 차이를 연구 및 학습 방법에 적용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저해음(obstruent) - 폐쇄음(stop), 마찰음(fricative), 파찰음(affricate)
ㆍ공명음(sonorant) - 비음(nasal), 설측음(lateral), 전이음(glide)
ㆍ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의 필요성과 장점

1) 강의 주제 : 음성학과 음운론 4 – 음운 규칙 (phonological rule)
2) 강의 목표
ㆍ영어의 여러 음운 현상을 규칙화하여 표기함으로써 학문에 있어 추상화 및
일반화가 가지는 장점을 이해하고 열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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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규칙 적용의 순서가 서로 다른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관찰함으로써

원격강의

언어학자들이 시도한 언어 메커니즘의 규명 과정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규칙 표기법 및 적용 사례
ㆍ규칙 적용 순서(rule ordering)의 중요성

1) 강의 주제 : 음성학과 음운론 5 – 강세(stress)와 억양(int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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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목표
ㆍ영어 단어의 고정강세(fixed stress)와 전진강세(progressive)를 이해하여
일반영어 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
ㆍ영어의 구와 문장 강세(phrase & sentence stress)를 학습하여
강세박자언어(stress-timed language)로서의 영어를 이해하고 실제 발화에
6

활용할 수 있다.
ㆍ영어 억양의 기본 패턴을 관찰하고, 의도적인 억양 조절로 다른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단어강세, 합성어(compound) 및 구(phrase)의 강세
ㆍ문장강세와 강세박자언어(stress-timed language)
ㆍ231, 233, 232 형 억양, 메아리의문문(echo question)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형태론 1 – 기본 개념의 정리
2) 강의 목표
ㆍ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최소의 단위인 형태소(morpheme)의 개념을

ㆍ학습 교안

이해하고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분류된 형태소의 상호 관계를 도식화하여 이해함으로써 영어 단어의 구조에
7

대해 이해하고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1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3) 강의 세부내용

→ 4주차에 일주간 진행

ㆍ형태소(morpheme)의 정의
ㆍ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lexical and grammatical morpheme)
ㆍ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free and bound morpheme)
ㆍ굴절형태소와 파생형태소(inflectional and derivational morpheme)
4

1) 강의 주제 : 형태론 2 – 파생과 굴절의 차이
2) 강의 목표
ㆍ파생(derivation)과 굴절(inflection)의 차이를 영어사적 측면에서
관찰함으로써 두 종류의 접사에 대해 이해하고 대조할 수 있다.
ㆍ굴절접사가 단어를 종결시키는 특성을 관찰한 후, 그에 대한 반례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언어학적 연구의 과학적
8

논리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파생접사의 품사변화(category change) 가능성이 수식어의 선택에 있어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영어사적(historical development) 관점
ㆍ출현 순서(order of appearance)의 관점
ㆍ품사변화(category change) 및 적용 가능성의 관점
1) 강의 주제 : 형태론 3 – 어형성과정(word-formation process)
2) 강의목표
ㆍ영어에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다.
ㆍ파생접사는 여러 차례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순서에 있어 위계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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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파생과 합성(derivation and compound)
ㆍ어근창조와 음성상징(root creation and sound symbolism)
ㆍ혼성(blend),약어(abbreviation),민간어원(folk etymology) 등 두 종류의 접사
5

1) 강의 주제 : 통사론 1 – 문제 제기 및 기본 개념의 이해
2) 강의 목표
ㆍ통사론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원어민의 직관적 판단이
언어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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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범주(category)의 구분 및 배열 순서에 대해 알아보고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학교문법상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범주들(categories)
ㆍ한정사(determiner)와 형용사(adjective)
ㆍ구구조 규칙(phrase structure rules)

1) 강의 주제 : 통사론 2 – 구성소 구조(constituent structure)
2) 강의 목표
ㆍ구구조 규칙을 도식화한 개념인 수형도(tree diagram)를 그려봄으로써
구구조의 내부 구성 및 위계에 대해 파악하고 범주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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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성소(constituent)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질 수 있는 설명력을 수동문의
생성 가능성을 통해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수형도(tree diagram) 그리기
ㆍ구조적 중의성(structural ambiguity)
ㆍ구성소 구조(constituent structure)와 수동태(passive)

6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6
1) 강의 주제 : 통사론 3 – X-Bar 이론
2) 강의 목표
ㆍX-bar 단계를 설정하여 내부 구조를 확장함으로써 종전의 수형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성소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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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성어와 구를 X-bar의 관점에서 재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bar 단계 설정의 필요성 및 설명력
ㆍ지정어(specifier), 부가어(adjunct), 보충어(complement)
ㆍX-bar를 이용한 합성어와 구의 심층적 이해

1) 강의 주제 : 통사론 4 – 변형과 이동
2) 강의 목표
ㆍ표면 구조를 도출하기 위한 여러 일반화의 무분별한 생성을 보다
추상화하여 규칙의 개수를 줄일 수 있도록 기저구조(underlying structure)의
13

설정과 이동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명사구가 이동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동을 유발하는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인자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의문사 이동(wh-Movement)
ㆍ명사구 이동(NP-Movement): passive, SSR, SOR
7

1) 강의 주제 : 통사론 5 - 이동에 따른 제약들(constraints on movement)
2) 강의 목표
ㆍ종래 통사론의 여러 복잡한 규칙이 결국 이동(move-alpha)으로 단순화
되었지만 강력한 규칙은 제약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4

ㆍ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들을 학습하고, 의미가 전달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통사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등위구조 제약(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ㆍ단위성분이동 제약(unit movement constraint)
ㆍ하위인접 제약(subjacency constraint)
ㆍ시제문 제약(tensed S constraint)
중
8

간

고

사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1) 강의 주제 : 의미론 1 – 개요 및 기본 개념
2) 강의 목표
ㆍ주어진 단어를 이원적 자질의 조합으로 분석하여 정의할 수 있다.
ㆍ어학자들의 의미론과 철학자들의 의미론이 다루는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15

ㆍ최근 대두되는 인지 의미론과 그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의미자질과 어휘 분석(semantic features & lexical decomposition)
ㆍ의미, 지시, 진리 조건(sense, reference, truth conditions)
ㆍ인지 의미론(cognitive sema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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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의미론 2 – 의미(sense)
9
2) 강의 목표
ㆍ상황에 따른 의미와 문자적 의미를 구분하고, 의미론과 화용론의 연구
분야를 구분할 수 있다.
ㆍ다의성(polysemy)으로 인해 유발되는 어휘적 중의성(lexical ambiguity)을
살펴보고 이전에 학습했던 구조적 중의성(structural ambiguity)과의 차이를
16

비교할 수 있다.
ㆍ동의어(synonym), 하위어(hyponym, subordinate), 상위어(hypernym,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superordinate) 및 중복(overlap) 등 단어 간의 상호 관계와 그 특징에 대해
구분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발화자 의미와 언어학적 의미(speaker-sense & linguistics sense)
ㆍ어휘적 중의성(lexical ambiguity)
ㆍ동의성, 상하관계, 중복(synonymy, hyponymy, overlap)
1) 강의 주제 : 의미론 3 – 반의성(antonymy), 지시(reference)
2) 강의 목표
ㆍ반의어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관찰하고 구분할 수

ㆍ학습 교안

있다.
17

ㆍ언어적 표현에 의해 지시, 언급 혹은 참조될 수 있는 항목의 다양한 모습과
그 특징에 관해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원격강의

ㆍ레포트
(학습 내용을 토대로 주제에 맞게
A4 1~2장 분량의 서술형 과제)

3) 강의 세부내용

→ 10~11주차에 이주간 진행

ㆍ반의성(antonymy) - 이원(binary), 단계(gradable), 관계(converse)
ㆍ지시(reference) - 지시물(referent), 외연(extension), 원형(prototype),
전형(stereotype), 전방조응(anaphora)
10
1) 강의 주제 : 의미론 4 – 진리조건(truth condition)
2) 강의 목표
ㆍ개별 문장 내에 구체화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참과 거짓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주요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18

ㆍ문장들 간, 즉 담화(discourse) 내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진리

원격강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분석, 모순, 종합문(analytic, contradictory, and synthetic sentences)
ㆍ함의(entailment), 전제(presupposition)

1) 강의 주제 : 화용론 1 – 함의와 격률(implicature and maxim)
2) 강의 목표
ㆍ발화의 의미가 상황에 의존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관찰하고
이를 언어학의 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ㆍ대화자(interlocutor)는 공통의 목적을 향하며 이에는 대화의 격률이
19

관련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의 의도적인 위반(violation)이 의미하는 것이

원격강의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추의(implicature)
ㆍ회화의 격률(conversational maxims)
- 양, 질, 관계, 양태(quantity, quality, relation, manner)
11
1) 강의 주제 : 화용론 2 – 화행과 발화수반(speech acts & illocutions)
2) 강의 목표
ㆍ인간의 발화는 무엇인가를 전달하기(say) 위해서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기(do) 위해서도 실행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ㆍ철학자 John Searle이 분류한 발화수반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
20

ㆍ전제에 대한 화용론적 정의인 적정조건(felicity condition)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화행(speech acts) - 발화(locutionary), 발화수반(illocutionary)
ㆍ발화수반행위의 분류
ㆍ적정조건(felicity condition)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화용론 3 - 여러 가지 발화수반 행위
2) 강의 목표
ㆍ발화가 곧 수행을 의미하는 이른바 수행동사(performative)에 관해 알아보고

ㆍ학습 교안

비수행동사(nonperformative verb)와의 차이점을 테스트를 통해 구분할 수

ㆍ오디오 음성 강의

있다.
21

ㆍ문장의 형태와 발화수반 행위와의 상호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및 간접

원격강의

발화수반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ㆍ2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 12주차에 일주간 진행

3) 강의 세부내용
ㆍ수행동사(performative verbs)
ㆍ직접, 간접 발화수반 행위(direct, indirect illocutionary acts)
ㆍ문자적, 비문자적 발화 행위(literal, nonliteral locutionary acts)

12

1) 강의 주제 : 언어습득 1 – 제 1언어로서의 영어 습득
2) 강의 목표
ㆍ주로 모국어를 익히는 과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 1언어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22

ㆍ물리적, 생물학적, 인지적 제약을 극복하고 성인의 언어 세계로 접근하기
위한 언어 습득자들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연구의 접근 방식 – naturalistic and experimental studies
ㆍ음운론적 발달(phonological development)
ㆍ어휘의 발달(vocabulary development)
1) 강의 주제 : 언어습득 2 – 제 2언어로서의 영어 습득
2) 강의 목표
ㆍ제 2언어와 외국어를 구분하고 모국어 습득과의 차이 및 모국어에 대한
지식이 새로운 언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과거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던 오류(error)가 학습자의
중간언어(interlanguage)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해 분석할 수
23

있다.
ㆍ언어의 분포와 보편성이라는 점에 관해 언어 습득 및 학습의 관점에서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그 상대적 난이도의 관점을 비교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ESL, EFL, 중간언어(interlanguage)
ㆍ전이(transfer), 오류(error)
ㆍ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13

ㆍ유표성 가설(markedness differential hypothesis)
1) 강의 주제 : 영어의 역사 1 – 음성, 음운론적 변화
2) 강의 목표
ㆍ언어의 변화는 항상 있어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 변화의 과정에는 일정한 체계(system)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24

ㆍ소리의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기 학습된 음성, 음운론적
견지에서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언어 변화의 체계성 및 원인(systematicity and causes of language change)
ㆍ음성, 음운론적 변화(phonetic and phonological change)
- 동화(assimilation), 융합(merger), 추이(shift)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영어의 역사 2 – 형태, 통사, 의미론적 변화
2) 강의 목표
ㆍ시간이 흐름에 따른 영어의 형태론적 변화를 접사의 첨가 및 소실을
중심으로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ㆍ통사론적으로는 어순 변화를 축으로, 어휘 및 의미론적으로는 영어에
새로운 어휘가 유입되거나 소실되는 과정을 비롯하여 동일한 표현의 의미가
25

변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형태론적 변화(morphological change)
- 접사의 첨가 및 소실(addition and loss of affixes)
ㆍ통사론적 변화(syntactic change)
- 어순 변화(word order)를 중심으로
ㆍ어휘, 의미론적 변화(lexical and semantic change)
- 차용(borrowing), 어의 향상(amelioration), 어의 하락(pejoration)

14

1) 강의 주제 : 사회언어학 –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2) 강의 목표
ㆍ사회라고 하는 맥락에 근거하여 영어가 가질 수 있는 특성 및 언어에
반영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
ㆍ계층, 교육, 연령, 성별, 인종 등의 요인에 따라 언어가 사회에 혹은 사회가
26

언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류할 수 있다.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social dialects
- social class and education
- age and gender
- ethnic background
ㆍThe Sapir-Whorf hypothesis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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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수업에 특별히 참고할 사항
강의유형

콘텐츠구현방식 : Flash + VOD형
이론중심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