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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for Improving English Medium Instruction in Art Theory Course:
A Case of Korean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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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대학 미술이론과목의 영어강의에 있어서 수강생의 전공내용 이해도와 영어능력을 함께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서 영어 미술신문 활용을 제안한 신문활용교육(NIE) 사례연구이다. 서울시 소재 한 사립대학의 미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대다수의 수강생이 영어 미술신문의 난이도와 그에
기초한 퀴즈의 난이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대다수의 수강생이 영어 미술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에 만족한다고 응
답하였다. 셋째, 수강생의 1/3 이상은 강의 중에 교수가 영어를 50% 사용하기 원한다고 한 반면, 또 다른 1/3은 교수가
영어를 60-70% 사용하기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대다수의 수강생이 NIE를 적용한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를 통해 현
대미술의 최신 동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수강생의 절반 정도가 수강 후에 영어 미술신문 독해 시간이 빨라졌
고 NIE를 적용한 강의가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대학의 미술이론과목의 영어강의에서 수강생들의 영어능력 편차가 존재하므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교과목을 별도로 개설하
거나 영어와 한국어 사용 비율을 달리하는 세분화된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의 기초과정에
영어 미술신문을 활용한 NIE를 적용하면, 영어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공내용 이해도를 증진하게 되며
독해력을 포함한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영어강의, 미술이론과목, 신문활용교육, 대학교육, 사례연구

ABSTRACT
In this case study of Newspaper in Education (NIE) for English Medium Instruction (EMI) in the college art
theory course, the researcher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improv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course contents and English proficiency. The following survey results were obtained from art major students
of a private university in Seoul. Firstly,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answered that the difficulty level of English
art newspapers and quizzes based on their contents was moderate. Secondly,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EMI in the college art theory course applying NIE. Thirdly, more than
one-third of th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wanted their professor to use 50% of English and another
one-third responded that they wanted the professor to use 60-70% of English during the course. Fourthly,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could understand the latest trends in contemporary art
through the course applying NIE. Fifthly, nearly half of the students answered that the time to read English
art newspapers became faster and the course applying NIE was helpful to improve their English proficiency.
Our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open basic and advanced courses or more courses with different
ratios of English and Korean since there are deviations in English proficiency among students. Applying NIE
to EMI in the college art theory course as a basic level course will enhance students' satisfaction,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course contents, and cultivate English proficiency including reading ability.
KEY WORDS: English medium instruction, EMI, art theory, Newspaper in Education, NIE, higher education,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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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인재의 소통 역량으로서 국제공용어(Lingua Franca)인 영어 활용
능력이 강조되고 있고, 국가 간 고등교육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 영어
로 진행되는 전공과목(English-medicated Course)과 영어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
EMI)가 확대되고 있다. 영어강의(EMI)란 “대다수 인구가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
가에서 학문적 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것”(Sae, 2018, p. 79)을 뜻하며 전공
영어강의, 영어전용강의, 영어매개강의로 불리기도 한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으
로서 영어강의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로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볼로냐 프
로세스(Bologna Process)1)를 통해 표준화된 고등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영어강의를 확대하였으
며 그 결과 네덜란드와 핀란드 대학의 영어강좌의 수는 전체 강좌의 90-100%에 이르렀다
(Coleman, 2006).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학들도 2006년부터 호주의 브리즈번 성명(Brisbane
Communique)2)을 통해 유럽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최근 수년
간 영어강의가 늘어나고 있다(Jiang, Zhang, & May, 2019; Sae, 2018).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GIST와 KAIST와 같은 선도적인 이공계 대학에 영어강의가
개설되었으며, 대다수 대학이 영어강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계기는 2006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과 대학평가의 국제화 지표 도입으로 볼 수 있다(정종철,
2011). 특히,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국제화 지표 항목에 외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 비율 뿐 아
니라 영어전용 강의 비율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 대학들이 영어강의 개설 의무화 방안을 모색
하면서 영어강의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난 십 수 년간 국내 대학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영어강의의 필요성 여부(김도식, 2008; 김준현, 2011), 영어강의의 운용실태와
효용성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맹은경, 한호, 김현옥, 김성완, 2011; 전지현, 2002;
황종배, 안희돈, 2011). 또한,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공학(박부남, 2006; 박혜숙, 2006; 이부
형, 2010; 진성희, 김학일, 2013; 한경희, 허준행, 윤일구, 2010), 수학(김민서, 2017; 이혜문, 김
영욱, 2007) 분야와 경영학(문석환, 2015; 문선정, 2017)과 같은 특정 전공을 중심으로 영어강
의에 대한 연구가 상당 수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영어강의는 전문 학술분야의 언어적, 내용적 지식을 배우는 학문목적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 EAP)에 속하며, 공학, 의학, 법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공영어
를 다루는 특수 학문목적 영어(English for Specific Academic Purpose: ESAP)로 세분화된다
1)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 고등교육 분야(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HEA)’에 가입된 48개 국가의 정부 간 협
조를 증진하는 방법을 가리킨다(https://ec.europa.eu/education/policies/higher-education/bologna-process-and-european
-higher-education-area_en). 1999년 6월에 유럽의 29개국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0년
까지 단일한 고등교육제도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볼로냐 선언에서 시작되었다(http://ehea.info/page-ministerial-conference-bologna-1999).
2) 브리즈번 성명은 2006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목적은 볼로냐 프로세스와 같이
해당 지역 대학교육의 질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http://www.brisbanecommunique.deewr.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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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2013). 이러한 특수 학문목적 영어는 내용학습과 영어학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중심 언어학습(Content-Based Instruction: CBI)으로 간주된다(박혜숙, 2006; 황종배, 안희
돈, 2011). 이러한 영어강의에서는 실용적인 의사소통보다는 대학의 전문 학술 자료인 영어원
서를 읽고 이해할 뿐 아니라 거기서 얻은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적용하는 고등사고활동과
고등학문영어 사용능력(cognitive/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을 요구한다(김현옥, 2008; 김
현옥, 2013). 국내외 대학의 영어강의 관련 몇몇 선행연구(김태호, 2018; 오희정, 이희원, 2010;
황종배, 안희돈, 2011; Jiang, Zhang, & May, 2019)에 따르면, 학생 간의 영어능력 편차로 인
해 영어강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며,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끌어내려면 수강
생들의 영어능력 편차를 조절하거나 영어강의 수강에 필요한 영어능력을 신장시키는 프로그
램 개발 등의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위의 선행연구의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본 연구는 ‘수강생의 전공내용 이해도와 영어능
력을 함께 높이기 위해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라는 교
육 현장의 고민에서 출발한다. 서울시 소재 한 사립대학의 미술대학에서 수년 간 미술이론과
목 영어강의를 담당하면서 연구자는 두 가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 첫째, 영어강의 수강
생의 영어능력이 천차만별이며 그에 따라 강의내용 및 방법과 한국어와 영어 사용 비율 등에
대한 그들의 기대치가 매우 다른데도 같은 수업을 들어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수강생의 영어
능력에 따라 내용 이해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수자는 미술이론과목 내용 습득과 영어능력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당 과목의 영어교재를
토대로 강의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자니 영어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내용 이해도가 떨어져 수
업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반면 내용 이해도와 영어능력이 낮은 학생들의 눈
높이에 영어강의를 맞추게 되면 수업내용이 빈약해지고 영어 실력 향상도 꾀하기 어려워 영어
강의에 기대를 갖고 온 학생들의 흥미와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결국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려다가 둘 다 놓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수강생의 영어능력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학문목적영어의 요소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영어강의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
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대학의 전공교과목의 수준을 기초와 심화로 나누는 것처럼 미술이
론과목의 영어강좌도 수강생의 선행지식과 영어능력에 따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을 따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은 미술과 디자인계열 전공과목 영어
강의 선행연구(박부남, 2009; 윤민희, 2009, 2010)에서도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미술이론의 학
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영어강의 심화과정과 구분되는 기초과정을 제안하기 위해
서 영어 미술신문을 활용한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 미술대학에서 2018년도 1학기에 연구자가 담당했던 미
술이론과목인 ‘현대미술론(Theory of Modern Art)’ 수강생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12일 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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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업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전체 수강생 30명 중에 26명이
다. 또한, 교과목 명칭은 기존의 ‘현대미술론’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미술이론과목의 영어강
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8년도 1학기에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
NIE)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대학의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
펴본다. III장에서는 NIE가 대학의 학문목적 영어강의에 있어서 전공내용 습득과 영어능력 향
상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고찰한다. IV장에서는 대학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에서 NIE 사례를
제시하고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및 논의한다. V장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대학 미술이
론과목 영어강의 개선점과 관련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Ⅱ. 대학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 대학 교육과정 안에 영어강의가 확대됨에 따라 미술이론 영역에도 영어강의에 관한
소수의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아직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은실의 연구(2010)는 ‘한국미술
감상’이라는 미술이론과목의 영어강의 사례를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수강생의 차이를 고려한
비교문화적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비해 윤민희의 연구(2009, 2010)는 예
술·디자인 계열 교양과목인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윤민희의 연구(2009)에 따르면, 예술디자인 계열의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
개설에 대해 수강생들은 영어능력 향상의 이유를 들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부정적인 측
면으로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교수자의 발음 및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
함 등을 꼽았다. 또한, 수강생들이 영어강의 수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1) 학생의 영어능력
부족, (2) 전공영어에 대한 이해 부족, (3) 교수자의 영어발음을 알아듣기 어려움, (4) 수업 내
용의 어려움, (5) 교재 교안의 영어가 어려움 순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영어능력 측면에서도 전공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윤민희(2009, 2010)가 수강생 설문을 토대로 제안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의 눈높이(영어 능력)에 맞춰 한국어와 영어 사용 비율이 세분화된 강의(한국어 50% 대 영어
50% 또는 한국어 30~20% 대 영어 70~80%)가 개설되어야 한다. 둘째, 영어강의 수강을 위한
예비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셋째, 전공내용과 영어 학습이 함께 이뤄지는 내용중심의 언어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전공분야의 교수자 외에 영어 교수자(원어민)가 참여해야 한다. 넷째,
완벽한 강의 콘텐츠 개발과 교수법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영어교과목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
한 개선 방향은 미술이론 영어강의에 온·오프라인 혼합학습(blended learning) 모형과 원어민
교수자 참여를 적용한 윤민희의 후속 연구(2010)에서도 (1) 학생 눈높이(영어능력)에 맞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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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개설, (2) 영어강의 예비과정 개설, (3) 원어민 교수의 수업 참여, (4) 충실한 강의 콘텐츠
제작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도 충실한 영어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눈높이(영어능력)에
맞는 동시에 내용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강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우리말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미술이론과목의 영어강의를 위해서는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과 교재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윤민희의 연구(2009, 2010)가
제시한 것처럼 ‘학생 눈높이(영어능력)에 맞춘 과목 개설’과 ‘영어강의 예비과정 개설’이라는
방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길이 된다. 또한, 김현옥(2013)이 제안한 대로, 이러한 개선안은 수
강생의 영어능력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학문목적영어의 요소를 확장하는 방식과도 일치한
다. 따라서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의 이해도와 영어능력을 함께 향상하는 영어강의 콘텐츠 개
발을 위해 NIE를 접목하고자 한다.

Ⅲ. 전공내용 습득과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신문활용교육(NIE)
신문교육, 신문활용교육 등으로 번역되는 NIE는 신문을 통해 “학교에 유용한 보조교재와 교
수 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이며 미래의 신문독자를 키우는 수단”(최상희, 2015, p. 3)을 가리킨
다. NIE 운동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학생들의 문맹률을 우려한 학교와 미래의 독자층
확보를 원하는 신문업계 간의 파트너십 형태로 출발하였다(강석우 외, 2004). 1930년대 「뉴욕
타임스」를 대학 수업에 배포해 활용한 것이 최초의 NIE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고, 1950년대
중반에 아이오와주의 「디모인 레지스터(Des Moines Register)」신문사와 미국교육협회 공동주관
으로 이끈 ‘교실 안의 신문(Newspaper in Classroom: NIC)’ 운동은 NIE의 전신이 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신문발행인협회(American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가 신문을
학교교육 뿐 아니라 여러 사회기관의 성인교육에 활용하면서 NIE 운동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강석우 외, 2004). 전세계적으로 50여 개국이 NIE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60년대 어
린이신문에서 태동한 NIE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되었고,
주요 일간지 지면에 포함되었다(이정원, 이태옥, 2007; 황유선, 박진우, 김위근, 2011).
신문활용의 교육적 효과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최신의 정보와 문제를 명확하고 간결한 글
을 통해 전달하는 신문의 매체적 특징에 근거한다(임영호, 2001; 허병두, 1997). 그렇다면 NIE의
가장 두드러진 교육적 효과는 리터러시(literacy) 향상과 학습동기 유발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NIE가 리터러시 즉 “독서기술 습득, 독서에 대한 흥미증진, 읽기 눙력 향상, 문장력 향상”(황유
선, 박진우, 김위근, 2011, p. 12)에 기여한다. 이는 신문이 다른 매체와 비교할 때 ‘읽기’매체로서
의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둘째, NIE는 학습동기를 유발한다(최상희, 2010; 허병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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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문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최신의 정보, 즉 살아 있는 정보를 다루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교육 수준에서 전공내용 습득을 위한 NIE 연구에는 미술교육 전공생 대상의 NIE 방
안 연구(이쌍재, 2009)와 역사전공 과목에서의 NIE를 연구한 박순준의 연구(2013)가 거의 유일하
다. 이쌍재의 연구(2009)는 예비미술교사가 학생의 상상력을 촉진하기 위해 신문에 게재된 사진
과 일러스트레이션을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교과통합적인 시각문화 미술교육을 제안한 반면, 박
순준의 연구(2013)는 역사전공에서 신문이 활용되어 온 방식과 이론적 관점을 논의하였다.
그 외에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NIE 연구는 NIE의 주요 효과인 리터러시 향상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이들 연구는 크게 NIE를 적용한 대학의 국어 읽기와 글쓰기 교육 연구(김겸섭,
2013; 신희선, 2008, 2017)3)와 NIE를 적용한 대학의 외국어교육 연구(김경랑, 2014; 김도경,
2018; 박수진, 김경자, 2018; 반재유, 2018; 임지현, 2015; 전기정, 2015; Lin, 2018)4)로 분류된
다. 외국어교육을 위한 NIE 관련 연구 중 대다수는 신문을 활용한 영어교육(English
Newspaper in Education: ENIE)(양승진, 2017)에 관한 연구이지만, 초·중등학생 대상 연구가
활발한 데 비해 대학 수준에서의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영어(영자)신문을 활용한 토익
(TOEIC) 독해영역 수업이 대학생의 영어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만족도와 흥미를 높였
다고 밝힌 박수진과 김경자의 연구(2018) 정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마다 영어(영자)신문 발행, 영어신문읽기 강좌 개설 등이 보편
화되어 있고, 영어강의 비율을 높여서 영어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대
학에서의 신문활용 영어 읽기교육에 대한 연구도 부족할 뿐 아니라 신문을 활용한 전공 영어
강의에 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대학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에서의
NIE 사례는 신문활용이 전공내용 습득과 영어 읽기능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Ⅳ. 대학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에서 NIE 사례
1. 교과목 내용
본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 사례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미술학부 입체미술전공에서 2018
3) 김겸섭(2013)은 신문 칼럼을 교재로 한 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모형을 제시하였고, 신희선(2008, 2017)은 NIE를 적용
한 대학의 고전읽기 수업과 교양 글쓰기 수업 사례연구에서 신문 활용이 학생들의 동기유발, 수준별 학습, 능동적인
참여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4) 대학의 외국어교육을 위한 NIE 연구로는 프랑스어 쓰기 수업에서 신문 활용을 고찰한 김경랑의 연구(2014)가 있으
며, 중국어 읽기교육에 NIE를 적용한 전기정의 연구(2015)와 중국어 쓰기 수업에 NIE를 적용한 김도경의 연구
(2018), 한문읽기 교육에 근대신문을 활용한 반재유(2018)의 연구가 있다. 외국인 대학생 대상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NIE 연구로는 프랑스대학의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방안으로서 NIE를 고찰한 임지현의 연구(2015)와 외국인 대학생
의 한국어 읽기교육 방안으로서 인터넷 NIE를 제안한 Lin의 연구(201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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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학기에 개설된 ‘현대미술론’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 과목은 2010년부터 3학년 대상
전공필수 졸업인증 과목으로 지정되어 현대미술의 주제(테마)를 다루는 영어강의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18년 1학기에는 영어강의의 기초과정 단계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영어 미
술신문을 활용한 수업으로 새롭게 시도되었다.
이 과목의 목적은 영어 미술신문 읽기를 통해 세계 미술계의 최신 동향과 동시대 미술가들
의 창작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강의의 목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영어 미술신문
의 최신 기사를 읽게 하여 학생들의 전공 관련 영어 읽기능력을 향상한다. 둘째, 영어 미술잡
지의 기사를 토대로 연구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쓰기 능력을 배양하고, 미
술 영어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영어 듣기능력을 배양한다.
강의의 주교재로 온라인 영어신문인 ‘미술신문(The Art Newspaper)’(www.theartnewspaper.co
m)5)을 사용하였다(〈그림 1〉참조). 또한, 부교재로 국제조각센터가 발행하는 ‘조각잡지(Sculpture
Magazine)’(https://www.sculpture.org/sculpturemagazine/)와 미국 PBS를 통해 방영된 텔레비전 프
로그램 ‘21세기 미술(Art21)’(https://art21.org/)을 사용하였다. 가상대학에 ‘미술신문’, ‘조각잡지’,
‘21세기 미술’의 웹사이트 링크 및 PDF 파일을 제공하였다.
매주 수업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 학생들이 미리 읽어 온 ‘미술신문’의 기사
내용에 대한 영어독해 퀴즈(quiz), (2) ‘미술신문’ 기사 내용에 대한 교수(연구자)의 강의, (3)
‘조각잡지’ 내용에 관한 학생 조별 연구 발표이다. 강의 중에 ‘21세기 미술’ 웹사이트를 통해
강의 내용과 관련된 인터뷰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창작 맥락을 이해하고 영어 듣기 훈련을 하
도록 도왔고, 강의 후에 학생 발표와 퀴즈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면대면
강의시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강의 주제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미술신문’에 게재된 뉴스 10편과 논평 2편
을 선정하였다. 뉴스의 내용은 주로 특정 미술가의 전시회, 작품제작 의뢰, 추문 등의 소식을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의 동향에 관한 것이며, 논평의 내용은 워홀의 마지막 전시와 미술사 교
육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다(〈부록〉참조).
매주 실시한 퀴즈는 ‘미술신문’ 기사 내용의 핵심을 이해했는지 독해력과 이해력을 평가하
는 질문 4개 정도로 구성되는데, 강의 직전이나 직후에 약 15분간 진행하였으며, 시험 직후에
답안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각자의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퀴즈 점수를 합산해 과목 성
적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한 학기동안 영어 미술신문을 지속적으로 읽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5) 온라인 신문과 종이신문의 두 유형으로 발행되는 ‘미술신문(The Art Newspaper)’은 국제미술계 소식을 다루고자 움
베르토 알레만디(Umberto Allemandi)와 안나 소머스 콕스(Anna Somers Cocks)가 1990년에 창간한 신문이다. 2014년
현재 이 신문의 국제판 소유주는 이나 바제노바(Inna Bazhenova)이며 국제판 사무실은 런던과 뉴욕에 있고 신문의
편집국은 파리, 모스크바, 상하이, 아테네 4개 도시에 있다(https://www.theartnewspaper.com/information/abou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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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는 데미언 허스트(Damien Hirst), 소피 칼(Sophie Cale), 자넷 카디프(Jenet Cardiff)
와 조지 뷰레스 밀러(George Bures Miller), 앤디 워홀(Andy Warhol), 크리스토와 잔 크로드
(Christo & Jeanne Claude), 아이웨이웨이(Ai Weiwei), 척 클로스(Chuck Close), 토마스 로마
(Thomas Roma), 주디 바카(Judy Baca)와 같은 동시대 저명 미술가 관련 뉴스 기사를 토대로 하였
다. 예를 들어, 2주차 첫 수업의 신문 기사가 데미언 허스트의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소개된 ‘베
일 페인팅(veil paintings)’ 신작 전시 관련 내용(〈그림 2〉참조)이라면, 강의 내용은 허스트의 베일
페인팅과 보나르의 점묘주의 양식과의 관련성, 1986년부터 시작된 ‘스팟 페인팅(Spot Painting)’
연작, 추상표현주에서 미니멀리즘으로 이행했다가 ‘색채 공간(Color Space)’이라는 2018년 전시를
통해 다시 초기의 추상표현주의적 스팟 페인팅으로 회귀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생 조별 연구는 매주 3인으로 구성된 각 조가 ‘조각잡지’에 실린 특정 미술가에 대한 평론이
나 인터뷰 기사를 선정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조사한 후에 영어로 발표하도록 하였다. 각 팀이 선
정한 작가는 키키 스미스(Kiki Smith), 로버트 고버(Robert Gober), 마리코 모리(Mariko Mori), 이
안 맥마혼(Ian McMahon), 다니엘 아샴(Daniel Arsham), 마크 퀸(Marc Quinne), 제프 쿤스(Jeff
Koons), 리처드 롱(Richard Long), 록시 페인(Roxy Paine), 황젠(Huang Zhen)이며, 이와 같은 연
구 발표 과제는 학생들이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과제로 주
어졌다. 각 조별 연구발표에 대한 피드백은 발표를 듣는 학생들에게 미리 배부된 평가지를 통해
수합하고 발표 직후 가상대학에 탑재함으로써 즉각적인 동료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였다.

<그림 1> ‘미술신문(The Art Newspaper)’
웹사이트

<그림 2> 2주차 강의 자료- 데미언 허스트

2. 설문지 분석 결과
1) 영어 미술신문의 난이도
강의 교재로 사용한 영어신문 기사의 난이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수강생(2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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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명)가 매우 어렵다, 26.9%(7명)가 어렵다, 65.3%(17명)가 보통이다, 3.8%(1명)가 쉽다고
응답한 반면 매우 쉽다고 대답한 학생은 없었다(<표 1> 참조). 요약하자면, 영어 미술신문의
난이도에 대해 보통이거나 쉽다고 느낀 수강생이 약 69%를 차지한 반면, 어렵거나 매우 어렵
다고 대답한 수강생이 약 31%를 차지한다. 수강생의 영어능력의 편차가 심해서 영어강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김태호, 2018, 오희정, 이희원, 2010; 황종배, 안희돈,
2011; Jiang, Zhang, & May, 2019)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대다수의 수강생이 영어미술신문의
난이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활용된 영어 미술신문이 영어강의 수강생들의 눈높이(영
어능력)에 적합한 교재임을 암시한다.
<표 1> 영어 미술신문의 난이도
문항
신문 기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는가?

매우 어렵다

어렵다

빈도

1

7

퍼센트 (%)

3.8

26.9

응답
보통이다

쉽다

매우 쉽다

총계

17

1

0

26

65.3

3.8

0

100

2) 영어 미술신문에 기초한 퀴즈의 난이도
영어 미술신문 기사 내용을 토대로 시행된 퀴즈의 난이도를 질문했을 때, 전체 수강생의
63.3%(19명)가 보통이라고 대답한 반면, 20%(6명)가 어렵다, 3.8%(1명)가 쉽다고 대답하였으
며 매우 어렵다거나 매우 쉽다고 응답한 수강생은 없었다(<표 2> 참조).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다수의 수강생들은 그 이유에 대해 “공부하면 풀 수 있는 정도였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
껴졌지만 적응하고 난 뒤에는 비교적 괜찮았다”, “수업을 들으면 풀 수 있다”, “수업을 듣고
퀴즈를 풀면 보통 난이도인데 수업 없이 풀면 어렵다”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수강생들의 영어
독해력에 편차가 있음에도 영어신문 내용을 어렵게 느끼지 않았고, 영어 독해력이 비교적 낮
은 수강생도 교수의 강의를 토대로 기사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는 영어신문이 수강생의 눈높이(영어능력)에 적합한 교재임을 암시한다.
<표 2> 영어 미술신문에 기초한 퀴즈의 난이도
문항
퀴즈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느끼는가?

매우 어렵다

어렵다

빈도

0

6

퍼센트 (%)

0

20

응답
보통이다

쉽다

매우 쉽다

총계

19

1

0

26

63.3

3.8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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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 미술신문 활용 수업에 대한 만족도
영어 미술신문 기사를 활용한 수업 내용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수강생의
15.4%(4명)가 매우 그렇다, 61.5%(16명)가 그렇다, 23.1%(6명)가 보통이다로 응답하였고, 부정
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즉 대다수(76.9%)의 수강생이 영어 미술신문을 활용한 수업 만
족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 3> 참조).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
이 나온 대답은 “현대미술의 최신 소식을 수업에서 접할 수 있어서”, “동시대 미술의 경향과
작가들을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이론수업 중 가장 만족했던 강의”, “최신 동향,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작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였다. 이러한 대답은 온라인 미술신문을
통해 세계 미술계의 최근 동향과 동시대 미술가와 작품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게 된다는 점이
수업 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또한, 이것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의 특성이
NIE의 중요한 교육적 가치 중 하나임을 확인시켜준다(허병두, 1997). 따라서 위의 결과는 NIE
를 적용한 미술이론과목의 영어강의가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드러낸다.
<표 3> 영어 미술신문 활용 수업에 대한 만족도
응답
문항
신문기사 관련
수업내용에 대해
만족하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4

16

6

0

0

26

퍼센트 (%)

15.4

61.5

23.1

0

0

100

4) 교수의 영어 사용 비율에 대한 요구
영어강의에서 교수의 영어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수강생
의 19.2%(5명)가 영어 30% 미만 사용, 11.5%(3명)가 영어 30~40% 사용, 34.6%(9명)가 영어
50% 내외 사용, 30.8%(8명)가 영어 60~70% 사용, 3.9%(1명)가 영어 70~80% 사용이라고 응답
하였다. 반면에 영어 80~90% 사용 또는 90~100% 사용을 원하는 학생은 없었다. 따라서 전체
수강생의 1/3 이상이 영어 50% 내외 사용, 1/3 정도가 영어 60~70% 사용을 원하였으며, 40%
이하 사용을 원하는 학생들도 1/3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강의 수강생의 영어능

<표 4> 교수의 영어 사용 비율에 대한 요구
문항
교수의 영어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이기를 원하는가?

응답
60~70 70~
%
80%

30%
미만

30~
40%

50%
내외

빈도

5

3

9

8

퍼센트 (%)

19.2

11.5

34.6

30.8

80~
90%

90~
100%

총계

1

0

0

26

3.9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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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윤민희의 연구(2010)에서 수강생들이 제안한 이상
적인 영어와 한국어 사용 비율 순위와도 일치한다. 이는 미술이론과목의 영어강의를 듣는 수강
생의 영어능력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어와 한국어 사용 비율을 달리하는 세분화된
영어강의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별도로 개설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5) 영어 미술신문을 통한 현대미술 동향 이해
이 강의가 현대미술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수
강생의 27%(7명)가 매우 그렇다, 54%(14명)가 그렇다, 19.2%(5명)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수강생은 없었다(<표 5>참조).
<표 5> 영어 미술신문을 통한 현대미술 동향 이해
응답
문항
이 강의가 현대미술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7

14

5

0

0

26

퍼센트 (%)

27

54

19.2

0

0

100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최근의 기사 활용하여 동시대를 주도하
는 미술가들에 대해 공부하여서”, “현대미술의 동향을 수업을 통해 아는 것이 좋아서”, “세계
의 미술동향을 알게 되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보통 미술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런 현대미
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라고 서술하였다.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보통 최신 자료를 접
하기 쉽지 않은데 수업에서 접할 수 있었다”, “작가들의 성향, 배경, 작품 등을 담은 기사여서
도움이 되었다”, “그런 기사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분
명히 있지만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서술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강생들도 그 이유에 대해 “현대미술의 좀 더 최신 경향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지만 깊이가
부족한 느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현대미술 동향 이해에 있어서 NIE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수강생은 “너무 작가 개인적인 내용을 다룬 자료보다 좀 큰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앞으로 신문기사를 선정할 때 더욱 큰 틀
에서 기사의 내용을 재고해야 함을 드러냈다.
대다수(약 81%)의 수강생이 NIE를 적용한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를 통해 현대미술의 최신
동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앞서 영어신문 활용 수업에 대한 수강생의 만족
도를 묻는 문항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미술이론과목의 영어강의에 NIE를 적용함
으로써 최신의 전공내용을 제공할 수 있고, 수강생의 전공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
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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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어 미술신문 독해 시간의 변화
이 강의를 듣기 전후에 영어 미술신문 기사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
문에 대해 전체 수강생의 3.9%(1명)가 매우 그렇다, 42.3%(11명)가 그렇다, 42.3%(11명)가 보
통이다고 응답하였으며, 7.7%(2명)가 그렇지 않다, 3.9%(1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
였다. 영어독해력 향상에 대해 긍정적인 수강생은 46.2%로 절반에 가까웠고, 부정적인 수강생
은 약 12%였다(<표 6>참조).
독해 시간의 변화 여부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수강생은
“1시간에서 35분 정도로 줄었다”고 답하였다.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빨리 요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 “확실히 30분 정도는 빨라졌다”, “1시간 빨라졌다”, “문
장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눈에 잘 들어와 빨라졌다”, “영어가 좀 더 잘 읽어졌다.” “영
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졌다”라고 서술하였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수강생들은 그 이유에
대해 “시간의 변화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
고 대신에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라고 서술하면서 시간의 변화 외에도 내용 이해도와 인지적
부담감 해소 등의 다른 학습 성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절반에 가까운 수강생이 수강 이후 영어 미술신문 독해 시간이 빨라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에 NIE를 적용함으로써 수강생의 독해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NIE의 교육적 장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읽기 능력(독해력)
과 같은 리터러시 향상이라고 주장한 선행연구(황유선, 박진우, 김위근, 2011)와 일치한다. 이
것은 NIE를 적용한 영어강의가 향후 전문적·학술적인 미술이론 습득에 필요한 고등학문영어
사용능력을 점진적으로 배양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영어 미술신문 독해 시간의 변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응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

11

11

2

1

26

퍼센트 (%)

3.9

42.3

42.3

7.7

3.9

100

문항
수강 이전과 이후에
신문기사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에
변화가 있는가?

7) 영어 미술신문을 통한 영어능력 향상
이 강의가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은 없으나 전체 수강생의 50%(13명)가 그렇다, 27%(7명)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9.2%(5명)가 그렇지 않다, 3.9%(1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수강생의 절반이 영
어 미술신문을 활용한 영어강의가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술 용어를 영어로 알게 되었다”, “몰랐던 단어나 숙어를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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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해석이 빨라졌다”, “(신문 기사의) 주제도 미술이고 적당한 길이의 기사를 읽기 때문
에”, “미술계에서 통상 쓰이는 용어들을 많이 알게 되어 미술관련 기사, 영어로 된 글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이 덜어졌다”, “자연스럽게 읽게 된다”고 서술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서 영어신
문 읽기가 독해력 뿐 아니라 미술 용어와 같은 어휘력을 길러주고, 영어 읽기에 대한 “인지적,
언어적 부담감”(김현옥, 2013, p.135)을 경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어능력 향상 여부에 대해 중립적으로 응답한 학생의 경우에 “너무 해석 위주로 공
부한 것 같아요”, “구어체가 포함되어 있어 양날의 검인 듯 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으며, 부
정적인 대답을 한 학생들은 그 이유에 대해 “기사가 어렵지 않다”, “영어실력은 학원 같은 곳
에서 더 잘 향상된다”, “영어능력 자체는 향상된 것 같지 않다”, “실제적으로 (영어능력 향상
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서술하였다.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독해력 중심의 신문읽기가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을 포괄하는 전
반적인 영어능력을 향상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또
한, 이러한 중립적, 부정적 응답은 미술이론을 심도 있게 다루는 영어강의를 통해 인지적 도전
과 언어적인 향상을 기대했던 학생들의 실망감을 드러낸다.
<표 7> 영어 미술신문을 통한 영어능력 향상
문항
이 강의가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응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0

13

7

5

1

26

퍼센트 (%)

0

50

27

19.2

3.9

100

V. 결론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학의 영어강의가 확대되고 국내에서
는 영어강의를 의무화하는 대학 풍토 속에서, 이 연구는 대학의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의 문제
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신문활용교육(NIE)을 제시하는 현장 사례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
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고등학문영어 사용능력이 필요한 대학의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에서 영
어 미술신문을 활용함으로써 미술전공 수강생이 느끼는 인지적·언어적 부담간을 완화하고자 하
였다. 둘째, 영어강의 수강생의 전공내용 이해도와 영어능력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영어 미술신문을 활용하는 NIE를 실행해본 후에 영어강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NIE를 적용한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를 실행한 후 수강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대다수의 수강생이 영어 미술신문의 난이도와 그에 기
초한 퀴즈의 난이도를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대다수의 수강생이 영어 미술신문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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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수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수강생의 1/3 이상은 강의 중에 교수가 영어를
50% 사용하기 원한다고 한 반면, 또 다른 1/3은 교수가 영어를 60-70% 사용하기 원한다고 응
답하였다. 넷째, 대다수의 수강생이 NIE를 적용한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를 통해 현대미술의
최신 동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수강생의 절반 정도가 수강 후에 영어 미술신
문 독해 시간이 빨라졌고 NIE를 적용한 강의가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에서 수강생의 영어능
력 편차를 고려할 때, 영어 미술신문은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의 교재로서 수강생의 눈높이
(영어능력)에 적합하며 NIE를 적용한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는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공내용 이해도와 영어능력을 함께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대학의 미술이론과목 영어
강의에서 수강생들의 영어능력 편차가 존재하므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교과목을 별도로 개
설하거나 영어와 한국어 사용 비율을 달리하는 세분화된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
러한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의 기초과정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NIE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담당 교수진을 중심으로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의 세분화된 프로그램과
NIE를 포함한 다양한 영어강의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학의 교수학습센터
나 단과대 등을 통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강석우, 김은강, 류근창, 박미영, 박부규, 백현정..황희선(2004). NIE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
스.
고은실(2010). 한국미술감상 영어강좌: 비교문화적 미술교육 연구. 조형교육, 38, 1-30.
김겸섭(2013). 칼럼기반의 대학 글쓰기 교육모델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70. 165-189.
김경랑(2014). 인터넷신문을 활용한 프랑스어 쓰기 능력 활성화 방안: 기사 요약 활동을 중심으로. 비교문
화연구, 37, 267-286.
김도경(2018). 신문을 활용한 중국어 쓰기 교수･학습활동 연구: 대학생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
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도식(2008). 대학에서의 영어 강의가 과연 바람직한가? 철학과 현실, 76, 73-79.
김민서(2017). 대학 수학전공 영어매개강의에 대한 고찰. 교과교육연구, 10(1), 73-82.
김준현(2011). 대학 영어강의, 그 득과 실. 서울행정학회포럼, 1, 40-41.
김현옥(2008). 특수목적영어 교과 현황 및 개발 방향. 영어교육연구, 20(3), 143-168.
김현옥(2013). 영어영문학 전공생을 위한 학문목적영어독해강좌의 개발: 어학영역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
육, 14(4), 133-156.
김태호(2018). 국내 대학의 영어강의 사례 연구: EAP과정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53(3),
251-277.
맹은경, 한호, 김현옥, 김성완(2011). 효과적인 대학 영어강의 운영을 위한 교수자 요구분석 및 지원방안.

국내 대학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 개선을 위한 신문활용교육(NIE) 사례연구

157

영어학연구, 17(3), 269-301.
문석환(2015).경영학 전공과목에 대한 영어강의 서비스품질 선행요인 그리고 성과와의 관계. 경영교육연구,
30(4), 149-168.
문선정(2017). 계획된 행동이론을 이용한 경영학 전공과목의 영어강의 수강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상업교육연구, 31(6), 45-66.
박부남(2006). 컴퓨터 정보통신 공학부 영어 교수학습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영어교육연구, 18(3), 191-222.
박부남(2009). 글로벌 디자인학부 전공 영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외국어교육, 16(2), 161-189.
박수진, 김경자(2018). 영자신문 활용이 대학생 토익독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pp. 296-305)
박순준(2013). 신문활용을 통한 역사교육: 대학에서의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89, 409-452.
박혜숙(2006). 공과대학에서 전공 영어강의의 효과. 영어교육연구, 33, 86-119.
반재유(2018). 근대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교육설계: 대학한문 교육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45,
263-283.
신희선(2008). NIE를 적용한 대학 읽기교육에서 RSW 사례연구. 독서연구, 20(2), 265-304.
신희선(2017). 신문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사례 고찰. 사고와표현, 10(3), 193-234.
양승진(2017).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학습법 ENIE. 서울: 서프라이즈.
오희정, 이희원(2010). 효과적인 영어강의의 특성과 지원 방안 탐색. 현대영어교육, 11(1), 191-212.
윤민희(2009). 국내대학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 사례연구 및 제안. 조형교육, 34, 135-173.
윤민희(2010). 혼합학습을 활용한 A대학교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 사례연구 및 제안. 한국디자인문화학회
지, 16(3), 321-332.
이부형(2010). 공학 전공과목 영어강의에서 효율적인 교수법 연구. 공학교육연구, 13(6), 1-7.
이쌍재(2009). NIE를 통한 미술교육 방법 연구: 신문의 광고 사진, 또는 일러스트를 중심으로. 미술교육연
구논총, 26, 163-188.
이정원, 이태옥(2007). 영자신문을 활용한 고등학생의 영어 독해능력 향상에 관한 사례 연구. 영어어문교
육, 13(1), 159-180.
이혜문, 김영욱(2007). 대학 수학교육에서 영어 강의의 효과 연구. 한국수학사학회지, 20(1), 83-102.
임영호(2001). 신문원론. 서울: 연암사.
임지현(2015). 신문을 활용한 읽기-쓰기 교육 현황: 프랑스 파리7대학교 고급학습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어문화교육, 9(2), 95-116.
전기정(2015). 신문기사를 활용한 중국어 독해 교육방안. 인문학연구, 16, 347-371.
전지현(2002). 비즈니스영어(EBP) 교육에 관한 기초연구. 영어교육연구, 14(1), 213-228.
정종철(2011). 국제화시대 대학 영어강의, 그 진단과 방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32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발
표집(pp. 79-91).
진성희, 김학일(2013). 전공 영어강의 만족도 및 학습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공학교
육연구, 16(3), 10-19.
최상희(2010). 사회과 학습 자료로서 신문의 효과적인 재구성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16(1), 197-224.
최상희(2015). 디지털시대 NIE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한경희, 허준행, 윤일구(2010).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강의의 역할과 과제. 공학교육연구, 13(3),
1-8.
허병두(1997). 신문활용교육이란 무엇인가(상). 서울: 중앙M&B.
황유선, 박진우, 김위근(2011). NIE와 교육 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2011-05.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황종배, 안희돈(2011). 대학 영어강의의 효과: 전공지식과 영어능력 측면에서. 영어학, 11(1), 77-97.

조형교육 71집, 2019
Art Education Review, No.71

158

Coleman, J. (2006). English-medium teaching in European higher education. Language Teaching, 39(1),
1-14.
Jiang, L., Zhang, L. J., & May, S. (2019). Implementing English-medium instruction (EMI) in China:
Teachers’ practices and perceptions, and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need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22(2), 107-109.
Lin, G. (2018). 인터넷 NIE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방안 연구: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Sae, S. (2018). English-medium instruction in the internationaliztion of higher education in Japan:
Rationales and issues. Educational Studies in Japan: International yearbook, 12, 77-90.

논문접수 2019년 7월 15일

논문심사 2019년 7월 30일

게재승인 2019년 8월 10일

국내 대학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 개선을 위한 신문활용교육(NIE) 사례연구

159

<부록> NIE를 적용한 미술이론과목 영어강의의 주차별 내용
week

내 용

1

Introduction

2

First glimpse of Damien Hirst's new series of 'Bonnard-inspired' paintings: Pointillist
works are due to go on show at Gagosian gallery in Los Angeles next month. (February
14, 2018)

3

Sophie Calle gets a new haunt: Green-Wood cemetery: French artist to present a deeply
personal 25-year project with Creative Time (March 22, 2017)

4

Scad honours Janet Cardiff and George Bures Miller: Works by the husband-and-wife
artists and ten other solo exhibitions are on show as part of deFINE Art at the school’s
Savannah museum (February 2, 2018)

5

Andy Warhol goes to church: Why the pop artist-a lifelong, closeted Catholic-deserves to
be shown at The Vatican (January 26, 2018)

6

Stop reading, start looking: Today’s art history students are not getting a grounding in
connoisseurship skills (January 17, 2018)

7

Christo’s floating sculpture for London lake gets go ahead Large-scale installation in
Hyde Park is part of artist's Serpentine Gallery show (January 24, 2018)

8

Mid-term Exam

9

From Hirst's Medusa to Quinn’s marble bust: new London show explores how classical
art inspires contemporary artists
Exhibition at King's College draws largely on private collection of Christian Levett (6th
March 2018)

10

UK museums' right to charge image fees is called into question
Campaign for institutions to free up photographs of out-of-copyright works is backed by
legal experts (28th November 2017)

11

Ai Weiwei and Antony Gormley in the running for Treasure Island commissions: The
$50m San Francisco Bay redevelopment plan includes several large-scale public
sculptures (16th January 2018)

12

Buddha’s Birthday: No Class

13

National Gallery of Art postpones Chuck Close and Thomas Roma shows following sexual
misconduct allegations But the exhibitions are not cancelled, the museum says (29th
January 2018)

14

Judy Baca’s Great Wall of Los Angeles to get even greater
The artist plans to expand her immigrant-rich visual history of California with protest
imagery from the 1960s (14th September 2017)

15

New York to get its own Fourth Plinth competition on the High Line
Twelve artists have been shortlisted for the first two commissions for large-scale public
art on the elevated park (10th January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