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호 204호 206호 309호 310호 313호

9:00-

10:00 
등록 및 회원 가입

10:00-

12:30

SLA

 

김영규 

(이화여대)

Materials & 

Curriculum 

Development

 

임찬빈 

(평가원)

TEE

 

성귀복 

(인하대)

ELT 

Methodology 

김영우

(영어대학원

대학교)

Teacher 

Development 

이재근 

(교원대)

ICT

 

김정렬 

(교원대)

12:30-

1:50 
점심 및 휴식

1:50-

2:50
208, 209호

Plenary Speech

차경환 (중앙대): 미래형 영어교육의 방향

2:50-

3:00
휴식

3:00-

5:30

ESP

전지현 

(이화여대)

Corpus

 

박명수

(상명대)

English 

Literature 

& Culture 

Education

 

김경한 

(교원대)

Teaching 

Young 

Learners

심창용 

(경인교대)

Critical 

Pedagogy

정숙경

(대전대)

English 

Education 

for Jeju

홍경선

(제주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발표 주제: 제2언어습득의 최근 연구 경향 분석

10:00-10:40

Juffs, A., & Harrington, M. (2011). Aspects of working memory in 

L2 learning. Language Teaching, 44(2), 137-166.

이준규 (한국외국어대학교)

10:40-11:20

Plonsky, L., & Gass, S. (2011).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study 

quality, and outcomes: The case of interaction research. Language 

Learning, 61(2), 325-366

박은성 (서강대학교)

한국영어교육학회 2012 겨울 SIG 발표회

일시: 2012년 1월 7일 (토) 10:00-5:30

장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구 제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

주최: 한국영어교육학회

주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영어교육과

후원: 한국연구재단, 국제교류진흥회, 청담러닝, English 무무, 능률, 대교

[전체 프로그램]

[분과별 일정]

1. SLA                                                         좌장: 김영규(이화여대)



11:20-11:40 휴식

11:40-12:20

Spada, N., & Tomita, Y. (2010). Interactions between type of 

instruction and type of language feature: A meta-analysis. Language 

Learning, 60(2), 1-46.

서보람 (서울대학교)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발표 주제: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2011)의 학교급별 적용 방안 

10:00-10:40
초등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방안

박한준 (서울동신초)

10:40-11:20
중학교 학년군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

윤영애 (동암중)

11:20-11:40 휴식

11:40-12:20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백인환 (경기고)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발표 주제: 교실영어와 TEE 수업

10:00-10:40
예비 초등영어교사들의 교실영어

오마리아 (전주교대)

10:40-11:20
TEE 수업을 위한 교사수업능력 진단도구 분석

  권선희 (부산외대)

11:20-11:40 휴식

11:40-12:20
원어민 영어교사와의 TEE 협력수업에 대한 연구

  이종복 (목원대), 전영주 (목원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발표 주제: 영어지도방법 포럼

10:00-10:30
영어교수법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프로젝트 소개

김영우 (영어대학원대학교)

10:30-11:00
영어교수법 목록 및 설명 키워드 작성의 실제

김경혜 (한양대학교)

11:00-11:20 휴식

11:20-11:50
영어교수법 템플릿 작성의 실제

김상경 (서울여대)

11:50-12:20
영어교수법 설명 자료 확보 및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실제 

김영우 (영어대학원대학교)

2. Materials & Curriculum Development                          좌장: 임찬빈(평가원)

3. TEE                                                          좌장: 성귀복(인하대)

4. ELT Methodology                                   좌장: 김영우(영어대학원대학교)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발표 주제: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향

3:00-3:20
EAP: Voices from stakeholders

이효신 (시립대)

3:20-3:45

From EGP toward EAP: An On-going Study of  College English 

Programs

유수현 (영어대학원대학교)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발표 주제: 영어과 e-Book의 현황과 전망

10:00-10:30
디지털교과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정렬 (한국교원대)

10:30-11:00
 e-books for English language education

Bosiak, Ian (e-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11:00-11:20 휴식

11:20-11:50

한국형 렉사일지수(EB지수)를 통한 수준별 e-book 독서지수 측정 및 

개발

문기혁 (제주광양초)

11:50-12:20

Using e-Books in the Classroom to Enhance Emergent Literacy 

Skills in Young Children

 전희철 (용인초당초등학교)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토론자

발표 주제: 영어 교사 전문성 신장의 방향

10:00 - 10:20
어휘지도를 위한 그림카드의 효과적인 제시 방법

김은주 (대전정림초등학교)

권민지

(전북김제동초등학교)

10:20 - 10:40

Phonics-Teaching Methods English Reading

based on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윤경진 (서울상지초등학교)

김장규

(용인청곡초교)

10:40 - 11:00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반성적 

교사연수프로그램 제고

정미라 (용인구성고등학교)

이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00 - 11:20 휴식

11:20 - 11:40
The three ways of Scientific learning

송명석 (공주여자고등학교)

정미라

(구성고교)

11:40 - 12:00

영어마을의 교실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영어교사교육 및 영어마을 발전 방안 연구

이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재근

(한국교원대학교)
12:00 - 12:20               총 평

5. Teacher Development                                         좌장: 이재근(교원대)

6. ICT                                                           좌장: 김정렬(교원대)

7. ESP                                                         좌장: 전지현(이화여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발표 주제: Corpus and Language Teaching 

3:00-3:25

The contribution of learner corpora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A critical evaluation

박명수 (상명대)

3:25-3:50
Who benefits from learning how to use corpora? 

윤현숙 (한국외대)

3:50-3:10

Corpus research and practice: What help do teachers need and what 

can we offer? 

남대현 (울산과기대)

4:10-4:30 휴식

4:30-4:50
Themes in Swedish advanced learners' writing in English

하명정 (청주대)

4:50-5:10
Income/interest/net: Using internal criteria to determine

정채관 (연세대)

5:10-5:30

New types of corpora for new educational challenges: Collecting, 

annotating and exploiting a corpus of textbook material

홍신철 (동아대)

3:45-4:10

Reflections on Blended Learning Effectiveness in the English 

Conversation Class 

성지연 (한양대) & 박윤주 (한국방송대)

4:10-4:30 휴식

4:30-4:55
영어 능력별 교과과정 및 영어능력 인증제

방영주 (명지대)

4:55-5:20
대학영어: 현재와 미래

전지현 (이화여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발표 주제: 이야기 글과 다독

3:00-3:35
 언어학습과 이야기 글(Narrative Text) 지도 방안

 김경한 (한국교원대)

3:35-4:10
 고등학교 이야기 글(Narrative Text) 영어 평가문항 개발

최영은 (부천고)

4:10-4:30 휴식

4:30-5:10
고등학교 영어 다독 교수요목 개발 

이수영 (대전흥룡초)

8. Corpus                                                        좌장: 박명수(상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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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발표 주제: Identity, Critical Literacy, and Reading-Writing Pedagogy

3:00-3:35
Current research topics related to critical pedagogy  

정숙경 (대전대학교)

3:35-4:10

  English Teachers' Identity Construction: Critical Pedagogy 

Approach to Korean Non-native English Teachers' Identity 

Construction

방준 (부산외대)

4:10-4:30 휴식

4:30-5:00
Exploring students' identity construction in a critical literacy class

양정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00-5:30

Situating Critical Pedagogy in an English Reading   and writing 

Class  

허선민 (부산외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발표 주제: 수업실습형 초등영어 심화연수와 해외교육 실습

3:00-3:35
수업실습형 영어심화연수 

심창용 (경인교대)

3:35-4:10
국내: 경인교육대학교 사례

이미혜 (신용산초)

4:10-4:30 휴식

4:30-5:00
국외: 호주 ECU(Edith Cowan University) 및 공․사립 초등학교 사례

최관웅 (금릉초)

5:00-5:30
국외: 호주 국외연수 사례

구태진 (강동초), 민경선 (등서초), 박선우 (화곡초)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발표 주제: 제주형 영어교육의 모색 

3:00-3:35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추진 현황

박병태 (교육과학기술부)

3:35-4:10
  제주형 자율학교의 영어교육 운영 사례 (초등학교)

김새나리 (제주대)

4:10-4:30 휴식

4:30-5:00
제주형 자율학교의 영어교육 운영 사례 (중학교)

이영렬 (김녕중학교)

5:00-5:30
영어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영어 표현 능력 신장

김연희 (제주동중학교)

10. Teaching Young Learners                                  좌장: 심창용(경인교대)

11. Critical Pedagogy                                            좌장: 정숙경(대전대)

12. English Education for Jeju                                   좌장: 홍경선(제주대)



찾아오시는 길(필독):

버스: 공항 출구에서 100번 버스. 교육대학에서 하차. 10-15분 간격 운행. 25-30분 소요.  

택시: 공항에서 15분-20분. 행선지: 교육대학(화북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