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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회에서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학술대회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7월의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저명학자들과 교육자들의 주

제 발표 및 분과발표와 토론을 통해 영어교육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

러한 이슈들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여러 분야에 갖는 학문적, 교육적 의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영어교육학회 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매년 겨울의 SIG 학술대회는 영어교육과 관

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식의 장입니다. 일

반적인 학술대회와는 달리 제2언어습득을 비롯한 10여개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중견 학자들이 중심

이 되어 각 분야의 핵심적인 이슈들을 제기하고 논의하거나 새로운 이슈들을 소개하고 향후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한국영어교육학회의 SIG 학술대회는 열려 있는 학문적 토론의 장입니다. 또한 SIG는 공부하는 학자와  

교육전문가 및 교사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영어교육의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학자와 연구자들, 교사와 미래의 교육전문가들, 모두 한국영어교육학회의 SIG로 초대합니다. 2011년 

1월 8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리는 SIG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장 김진완

[전체 프로그램]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SIG 주제: 제 2언어 개인차 연구의 현황

9:30-10:20
제 2언어 언어적성 연구의 현황: 이론, 실제, 방법

김영규, 이은하, 채윤정, 진동희, 설수연, 안지은 (이화여대)

10:20-11:00
제 2언어 학습동기 연구의 현황: 이론, 실제, 방법

김태영 (중앙대)

11:00-11:20 휴식

11:20-12:00
제 2언어 학습전략 연구의 현황: 이론, 실제, 방법

이경랑 (세종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9:30-10:20
2009 교육과정 개정 방향

임찬빈 (평가원)

10:20-11:00
영어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및 평가

김진석 (서울교대)

11:00-11:20 휴식

11:20-12:00
교과교실제 운영 실태: 연구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소영 (인하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9:30-10:20
L1 CALP for CBI

강애진 (숙명여대)

10:20-11:00

A Case Study of Advanced Young Learner: Teaching English in 

English using Junior English Newspaper

허효정(한국외대)

11:00-11:20 휴식

11:20-12:00
Teaching L2 Culture in the TEE Classroom

Jason Ham (Catholic University)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SIG 주제: 초등영어교실속 영어 들여다 보기

9:30-10:05
제 1 발표

심창용(경인교육대학교)

10:05-10:30
제 2 발표

강나연(서울대)

10:30-10:45 휴식

10:45-11:10
제 3 발표

박지현(서울대)

11:10-11:35
제 4 발표

임희진(수원세곡초)

11:35-12:00
제 5 발표

박광노(인천석남서초)

[분과별 일정]

1. SLA                                                       좌장: 김영규 (이화여대)

2. Materials & Curriculum Development                         좌장: 이소영 (인하대)

3. TEE                                                         좌장: 성귀복 (인하대)

4. Teaching Young Learners                                  좌장: 박선호 (경인교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9:30-10:20

Suggesting the Appropriate Vocabulary Size for Extensive Reading 

in Korean EFL Contexts

김경한 (교원대), 서우식 (EBS), 이용배 (천안북일여고)

10:20-11:00

Developing the Extensive Reading Framework for Korean EFL 

Students

최성희 (경기공대), 조은경 (한국외대)

11:00-11:20 휴식

11:20-12:00
초등학교 영어수업에서 영어 동시를 활용한 강세 및 리듬 지도 효과

김영미 (서울신사초)

영미시 운율지도를 위한 CBI 교재개발

홍주희 (성남숭신여고)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9:30-10:10
Small Corpus Build & Use (소규모 코퍼스 구축 활용)

정현 (현대영어사) 

10:10-10:40

Corpus in English education: Turning into an Instructional Tool

(영어교육의 코퍼스 활용: 교수도구로서의 코퍼스)

남대현 (한국외대)

10:40-11:00 휴식

11:00-11:30
코퍼스 분석을 통한 중1 개정 영어교과서 비교

박명수 (IGSE) 

11:30-12:00

The Role of Specialised Corpora in ESP: Maritime English Corpus 

(MECO)

(ESP에서의 특수코퍼스의 역활: 해사영어코퍼스)

홍신철 (동아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SIG 주제: 대학 영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사례를 통해 파악하는 

EGBP(English for General Business Purposes)

3:00-3:40
기업에서 요구되는 영어능력

강신중 (두산그룹)

3:40-4:10
기업 내 영어교육 강화 프로그램

김상학 (LG전자)

4:10-4:30 휴식

4:30-5:00
토론: 대학 영어교육의 방향

김현옥 (아주대)

5. English Literature & Culture Education                       좌장: 김경한 (교원대)

6. Corpus                                                        좌장: 박명수 (IGSE)

7. ESP                                                       좌장: 전지현 (이화여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3:00-3:40
뇌기반 모바일 영어교육의 방향

김정렬(교원대) 

3:40-4:10
뇌기반 컨텐츠를 활용한 초등학교 영재반 읽기교육사례

이현진(대구화동초)

4:10-4:30 휴식

4:30-5:00
뇌기반 컨텐츠를 활용한 초등학교 음운인식과 파닉스 교육사례

이현근(임실지사초)

5:00-5:30
뇌기반 컨텐츠를 활용한 고등학교 읽기교육사례 

문영숙(분당늘푸른고)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토론자

3:00-3:40

초등학생을 위한 자기 주도적 영어 읽기학습자 

만들기 프로그램 

김미희 (속리 수정초등학교)

탁인걸 

(대전 신탄진초)

3:40-4:10

Developing a Literature-based Clas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정소영 (충북대학교)

김유민

(충북대사대부중)

4:10-4:30 휴식

4:30-5:00
고등학생의 수준별 영어 어휘지도 방안 모색

김현아 (청주외국어고등학교) 

김연희

(충북대사대부고)

5:00-5:30
패널토론

김윤규 (교원대), 이윤(한국외대), 이선준(청주 율량중)

8. ICT                                                          좌장: 김정렬 (교원대)

9. Teacher Development                                        좌장: 이재근 (교원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3:00-3:30

영어교사 양성과정 비교 연구: 한국과 핀란드 

교사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이혜원, 김미경, 주형미, 이동주 (평가원)

이희경

(연세대)

김은주

(교원대)

3:30-4:00
성찰적 교사에 대한 예비영어 교사의 인식 연구

하명애 (대전대)

나경희

(충북대)

이지은

(우송대)

4:00-4:10 휴식

4:10-4:40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서 과업 중심 영어 

수업 연구

이승민 (청주교대)

김진석

(서울교대)

  김희경

(동서대)

4:40-5:10
교재 구성자와 최종 의사결정자로서의 언어교사

김성식 (전주교대)

김현진

(청주교대)

권민지 

(교원대)

5:10-5:40 
종합토론

이재근 (교원대)

10. ELT Methodology                                           좌장: 나경희 (충북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SIG 주제:

컴퓨터를 활용한 영어말하기 평가 도구 제작 및 활용: K-COPI 워크샾

3:00-4:00
K-COPI 개요 및 문항 제작 시연

정태영 (육사)

4:00-4:30
말하기 평가 영역 및 채점 방안

허진 (육사)

4:30-4:40 휴식

4:40-5:40
K-COPI 문항 제작 실습 및 강평

허진 (육사)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강독 및 토론 교재: 

McKay, S. (2002). Teach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3:10-3:40
제 1 발표

김미경 (전남대)

3:40-4:10
제 2 발표

박주경 (호남대)

4:10-4:20 휴식

4:20-4:50
제 3 발표

이정아 (성균관대)

4:50-5:20
제 4 발표

정숙경 (대전대)

5:20-5:50
제 5 발표

한상호 (경주대)

11. English Testing                                               좌장: 정태영 (육사)

* 참가자들에게 K-COPI 도구 무료 배포

* 참가자들은 가급적 노트북 지참 요망

12. Critical Pedagogy                                           좌장: 한상호 (경주대)

학회장소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 7호선 건대입구역 4번 출구

♦ 버스 이용 시: 건국대학교병원 앞 2217, 2222, 3216(군자역방향), 3217, 4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