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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어교육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

2018 KATE SIG (Special Interest Group) Conference

New Paradigm of English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일시 년 월 일 토 2018 1 6 ( ) 09:30 17:30– 

                                  장소 한남대학교 주년 기념관 56

                                  주최 한국영어교육학회 
 
                                 후원  (국제교류진흥회 잉글리쉬 무무, , Macmill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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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09:00-09:30 Registration

SIG Seminars/Workshops (Morning Session)

Room 호56-106 호56-113 호56-114 호56-611 호56-613 호56-614

09:30-12:00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aching 

English for 

Young Learners

Flipped

Learn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English 

Testing

Critical 

Pedagogy

12:00-13:00 Lunch Break Moderator

13:00-13:30

대강당

개회사 정한기(Conference Chair )

환영사 회장 이영식( ) 

축사 한남대 총장 이덕훈( ),  

축사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

총무이사

유원호

서강대( )

13:30-14:30

Plenary Speech  

인공지능과 영어교육 미래의 직업창출 패러다임: 

이노신 호서대( ) 

김영미

경희대( )

14:30-14:50
연구윤리 교육

신상근 이화여대( )

14:50-15:00 Coffee Break

SIG Seminars/Workshops (Afternoon Session)

Room 56-106호 56-113호 56-114호 56-611호 56-613호 56-614호

15:00-17:30
Teacher

Development

ELT 

Methodology
ESP

English 

Literature & 

Culture

Education

Corpus

Materials &

Curriculu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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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Second Language Acquisition (56-106 )                            좌장 이준규 한국외대: ( )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09:30 - 10:00 A Complex Picture of Task Complexity Research: The Role of Working Memory and Task 
Repetition

You-Jin Kim (Georgia State University)

10:00 - 10:30 Measures of Implicit Knowledge Revisited: Processing modes, time pressure, and modality
Jeong-eun Kim (Hongik University)

10:30 - 10:40 Coffee Break

10:40 - 11:10 The effects of age of immersion on second language processing of island constraints in 
English: An eye-movement study

Sehoon Jung (Michigan State University)

11:10 - 11:30 분과 운영회의

2. 호Teaching English for Young Learners (56-113 )   좌장 심창용 경인교대                            : ( )

분과별 일정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　

09:30 - 10:00
English Language Education and Machine Translators 

 Chang-Yong Sim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0:00 - 10:30
Working memory and L2 sentence comprehension of young learners

 Kyuhee Jo (Ansan Wongok Elementary School)

10:30 - 10:40 휴  식

10:40 - 11:10
A way to apply Augmented Reality to elementary English language teaching 

Yongseok Cha (Jangpa Elementary School) 

11:10 - 11:40 Literature for Chi ldren and Issues on Translation
 Dong-Hwan Lee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1:40 - 12:00 분과 운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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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3. Flipped Learning (56-114 )      　　　　　　　　　　                   　　 좌장 김혜영 중앙대: ( )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　

09:30 - 09:40
영어수업에서 플립러닝 언어습득에 과연 효과적인가? 

발제자 김혜영 중앙대: ( ) 

09:40 - 10:20
고등학교 플립러닝 수능준비에 더 효과적인가? 

최종우 이화여고( )

10:20 - 10:40
플립러닝 최신교수법 온라인 문법강의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개[ ] Data Driven Learning 

구민규 대표(Divii English )  

10:40 - 10:50 휴 식

10:50 - 11:00
대학영어에서 플립러닝의 효과성 어떻게 연구하는가 국내 선행연구 검토 ?: 

발제자 강남희 중앙대교수: ( )

11:00 - 11:40
대학영어 플립러닝 효과성 연구사례   

윤서영 백석대 교수( )

11:40 - 12:00 분과 운영회의

호4.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 ICT (56-611 )  좌장 이제영 세한대            : ( )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  영어교육과 Tele-Collaboration

09:30-10:00
영어교육과 Tele-Collaboration: History and Trends

김정렬 한국교원대 ( )

10:00-10:30
관련 영어교육 연구 동향Tele-Collaboration 

이제영 전주대 ( )

10:30-10:40 휴 식

10:40-11:10
소셜 임팩트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국제협력 수업 사례

안지혜 대전 남선초 ( )

11:10-11:30 분과 운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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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5. English Testing (56-613 )    좌장 배정옥 경북대 이용원 서울대                               : ( ) / ( )  

 

호6. Critical Pedagogy (56-614 )  좌장 허선민 부산외대                                             : ( )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　

09:30 - 09:55
20 years of technology and language assessment in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Hyun Jung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09:55 - 10:20 
Corpus linguistics and language testing: Navigating uncharted waters.

Sumi Han (Hallym University) 

10:20 - 10:30 Coffee Break

10:30 - 10:55
Automatic generation of short answer questions for reading comprehension assessment

Jungtae Kim (Pai Chai University) 

10:55 - 11:20
On the relation between automated essay scoring and modern views of the writing 

construct
Yoonhee Choi (Chongshin University)

11:20 - 11:45
Monitoring the performance of human and automated scores for spoken responses Youngshin 

Chi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1:45 - 12:00 분과 운영회의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The Workshop on Critical Literacy: Practical Classroom Activities for Teachers of English 

09:30-10:00
Language and Position

  Ji Young Lee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10:00-10:30
Language and Language Varieties

  Hwayeon Kim (Duksung Women’s Univeristy)

10:30-10:40 Coffee Break

10:40-11:10
Adopting a critical approach in teaching grammar: Halliday’s grammar and sample activities  

 Jeong-Ah Lee (DGIST) &  Sung-Ho Ahn (Hanyang University)

11:10-11:40
Making Sense of Critical Visual Literacy: Analysis Tool for the Visuals

  Seonmin Huh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1:40-12:00 분과 운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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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7. Teacher Development (56-106 )     　　　　　　　　    　　　　　     좌장 김윤규 한국교원대: ( )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토론자

주제 :　

15:00 - 15:25
초등 예비 교사들의 교실 영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 활동 탐색 ·

정은숙 춘천교대( ) 권민지 
김제 치문초( )

15:25 - 15:50
협동적 학습 구조를 통한 초등학교 학년 학생의 영어 낱말 쓰기 4

능력 향상   
황지현 경남 현동초( ) 

15:50 - 16:00 휴 식

16:00 - 16:25
중등영어교사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동료교사 수업코칭에 관한 연구  

김광민 의정부 효자중( )
김보경
상명대( )

16:25 - 16:50
영어 사교육 수요와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능력 간의 관계 연구: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김예지 한국교원대( )

16:50 - 17:15
대학영어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 고찰  

하명애 대전대( )
쥬디인

한국교원대( )

17:15 17:30– 분과 운영회의

호8. ELT Methodology (56-113 )       좌장 권은영 동국대                                         : ( )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ESL/EFL Teaching and Learning" 

15:00 - 15:30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Cultural Learning through Telecollaboration

권은영 동국대학교( )

15:30 - 16:00
Beyond the Information Gap: Defining Intercultural Learning

임정완 대구대학교( )

16:00 - 16:10 휴  식 

16:10 - 16:40
Telecollaboration Design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s

이주희 경상대학교( )

16:40 - 17:10
Develop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an EFL College Context 

이윤경 대구카톨릭대학교( )

17:10 - 1730 분과 운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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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9. ESP (56-114 )  좌장 백경숙 한양여대                                                          : ( )

호10. English Literature & Culture Education (56-611 ) 좌장 전영주 목원대                       : ( )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　

15:00 - 15:30
전문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 내 학습자의 동기 조사: 

특수목적영어 수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권은비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 

15:30 - 16:00
Needs Analysis of Aviation English in Korean universities

Seung-Ryul Lee (Korea Aerospace University)

16:00 - 16:10 휴식

16:10 - 16:40
한국 미용학과 대학생들을 위한 특수목적영어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

고은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 IGSE)

16:40 - 17:10
전문대학교 기반 직무영어 교과목 개발현황 비서 영어회화 업무를 중심으로NCS : 

오선주 이화여자대학교( ) 

17:10 17:30– 분과 운영회의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　

15:00 - 15:30
교과교육학의 배경이론으로서 내용교수지식 재고(PCK) 

김경한 한국교원대학교( )

15:30 - 16:00
학습자 문학을 통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 방안· 

손동주 한국교원대학교( )

16:00 16:10– 휴식

16:10 - 16:40
기반 영어수업을 통한 문학 Hearts-on PCK
전영주 목원대학교( )

16:40 - 17:10
스크립트 이론과 영어교육
최영은 경기 수성고등학교( )

17:10 17:30– 분과 운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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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1. Corpus (56-613 )  좌장 남대현                                                        : (UNIST) 

12. 호Materials & Curriculum Development (56-614 )                          좌장 장경숙: (KICE)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　

15:00 - 15:30
Functional Distribution of Lexical Bundle in L2 College Students’ Argumentative Writing 

남대현(UNIST)

15:30 - 16:00
Lexical Bundles and Functional Category in Translated Texts 

박명수 상명대( )

16:00 - 16:10 휴  식

16:10 - 16:40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분석 연속어휘다발을 중심으로 : 

홍신철 부산외대( )

16:40 - 17:10
Lexical Bundles in Research Articles

박선민(KAIST)

17:10 17:30– 분과 운영회의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 

15:00 - 15:25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현실과 변화에 대한 기대2015 : 

장경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5:25 - 15:50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백워드 기반 초등영어   문제중심학습 수업

이새롬 서울강신초등학교( )

15:50 16:00– 휴  식

16:00 - 16:25
과업 중심 언어 기능 통합 학습을 통한 영어 독해력 신장 방안

박치홍 천안여자고등학교( )

16:25 - 16:50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과 태도 변화가 중학생의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에 주는 시사점
조지형 서울용문중학교( )

16:50 - 17:15
구글 클래스 영어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보다: !

(Google Classroom: Paperless and limitless world)
정성윤 홍진우 대구심인고( )・

17:15 17:30– 분과 운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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