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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학의 국제화로 영어매개강의(EMI: English Medium 

Instruction)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유럽 등의 

국가에서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점차 인식

되고 있다. 특히 ‘국가 간의 공동 기술 개발’ 및 ‘국가 간 

공동연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과대학에서의 영

어매개강의(EMI)에 대한 니즈는 다른 어떤 학문영역보다 

높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한국와 중국의 이공계 EMI의 

실태와 요구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동아시아와 유럽의 

EMI관련 연구 및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내용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EMI 모형은 Brinton, Snow 

and Wesche(2003)의 CBI 모델의 Sheltered모형에 주로 

가깝다[1]. 국제적 의사소통에서 비원어민이 사용하는 방

대한 영어 코퍼스 자료를 분석하여, 특정 문법/어휘적 특

성은 의미협상 과정에서 문제를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결

과를 제시하였다[2]. 이제는 영어를 단순히 영미권 국가

의 모국어가 아닌 세계어로서 인식하고 영어에 대한 소

유권(ownership)을 가지고 학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발표된 EMI 관련 연구를 분석 정리

한 것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스웨덴 공과대학 ELFA의 통사형태론적 & 화

용론적 요소

분류 내용 예시 (Björkman, 2008, p. 38-39)

통사
형태론적 
(morpho-
syntactic) 

요소 

복수형 명사의 
‘s’ 생략 “We have four parameter.”

잘못된 
관사사용 “The poor people use…”

관사 생략 “This is? more tricky one”

관사대신 
‘some’ 사용

“Did you get it from some 
sources on the Internet?”

현재형 동사 
대신에 현재 
진행형 사용 

“A power system is called a 
power system, because it is using 
different generator systems.”

수동형 동사의 
생략 “But we affect by the flow.”

부정사의 
어색한 사용

“This point is supposed to not 
move.”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최신 영어교육 

이론(ELF, ELFA, CLIL/CBI 등)에 기반한 현장 적용가능

한 EMI 공학영어 준거지표와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공학

도들의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표준영어에 대한 

압박 없이 의사소통과 콘텐츠 자체에 중심을 두는 EMI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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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표준영어에 대한 집착과 압박으로 EMI를 실행한 바 있는 우리나라 일부 공과대학에서의 EMI 강의에 대한 부작용으로 잠시 붐을 

이루었던 공과대학에서의 EMI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인 다른 국가의 공과대학에서의 EMI 

강의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고, 효과적 EMI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펼 수 있는 시사점을 본 연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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