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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일정
2. Corpus (304호) 					
1. Teacher Development (303호)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좌장: 이재근(교원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ICLE-KR: New Chapter in Learner Corpus-based SLA Research

토론자

주제: 영어 교사 전문성 신장의 방향

좌장: 박명수(상명대)

9:30-9:55

The Korean sub-corpus of international corpus of learners’ English: The ICLE-KR project
박명수(상명대)

9:30-9:45

초등 영어 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단계별 읽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권민지(전북 김제동초)

이혜원
(평가원)

9:55-10:20

Annotation of ICLE-KR
홍신철(부산외대)

9:45-10:00

Phonics-teaching methods english reading
based on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윤경진(서울 서교초)

김성식
(전주교대)

10:20-10:45

Proficiency level-a fuzzy variable in computer learner corpora: Its implications on ICLE-KR
박명수(상명대)

하명애
(대전대)

10:45-11:10

10:00-10:15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문화 내용 지도 방안
김동연(대구 달성초)

Use of I in essays by Japanese EFL learners: Its implications on ICLE-KR
정채관(평가원)

이혜원
(평가원)

11:10-11:35

10:15-10:30

초등학교 영어교육 이머젼 지도
정은숙(UC Santa Babara)

Exemplification in learner writing: Its implications on ICLE-KR
윤현숙(한국외대)

11:35-12:00

Linguistic and rhetorical features of the Korean L2 writers of English
남대현(울산과기대)

10:30-10:40

휴식

10:40-10:55

초등학교 영어 어휘 지도 개선 방안
김은주(교원대)

김윤규
(교원대)

10:55-11:10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
정미라(경기 용인구성고)

나경희
(충북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11:10-11:25

Secondary School Teachers를 위한 영어지도법
하명애(대전대)

정미라
(경기용인
구성고)

9:30-10:00

Critical muliticulturalism and second language education
이정아(성균관대), 허선민(한국외대)

11:25-11:40

우수 고등학교 영어수업 특성 분석
이혜원(평가원)

이재근
(교원대)

10:00-10:30

Subversive identities, pedagogical safe houses and critical learning
이현주(경기대), 서영미(이화여대)

10:30-10:50

휴식

10:50-11:20

Assessment in multicultural societies:
Applying democratic principles and practices to language testing
최윤희(총신대), 장은영(경희대)

11:20-11:50

Performed ethnography for critical language teacher education
방준(부산외대), 김혜경(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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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itical Pedagogy (307호) 					

| 5 |

좌장: 정숙경(대전대)

4. SLA (308호)					

좌장: 김영규(이화여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제2언어습득의 최근 연구 경향

7. Teaching Young Learners (303호)

좌장: 박선호(경인교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14:30-14:55

영어 라디오 공익 광고를 활용한 초등영어 수업 모형 개발 및 적용
김명희(부천 부흥초)

14:55-15:20

영어 사이버가정학습 촉진 프로그램 운영이 초등영어 학습에 미치는 효과
박미정(남안초)

09:30-09:35

소개
김영규(이화여대)

09:35-10:35

Goo, J., & Mackey, A. (2013). The case against the case against recast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5(1).
구재명(광주교대)

15:20-15:45

초등영어 학습부진아를 위한 문화이해 중점 방과후 영어수업 모형 개발 및 적용
주혜영(상미초)

10:35-10:55

휴식

15:45-16:10

영어 아동영화의 코퍼스 기반 초등영어 어휘 및 연어 분석과 자료집 개발
홍성준(양벌초)

10:55-11:55

A comparison of current research topics and methods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in SLA: From 2006 to 2012
최문홍, 마지현(전남대)

16:10-16:35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통한 내국인 및 원어민 교사 초등영어 팀티칭
금선숙(부천 상인초)

16:35-17:00

11:55-12:00

정리 및 공지 사항 전달
김영규(이화여대)

초등영어 학습자와 교사가 인식하는 불안감
황인태(공세초)

5. English Literature & Culture Education (309호)

좌장: 김경한(교원대)

8. ELT Methodology (304호)
시간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9:30-10:00

개정 7차 초등영어 검정교과서 분석: 문화내용을 중심으로
허근(한남대)

10:00-10:30

좌장: 임정완(대구대)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구성주의 기반 교실 수업

총체적 언어 교수법 기반
문학작품중심 문해교육의 이론적 배경
김경한(교원대)

14:30-15:00

Socio-constructivist and political views on teachers’
implementation of two types of reading comprehension approaches
방준(부산외대)

15:00-15:30

The methodology of task-based teaching by Rod Ellis (2003)
박혜정(중앙대)

10:30-10:50

휴식

10:50-11:20

텍스트 유형이 언어습득에 미치는 영향: Narrative text와 expository text 비교
이정인(경북 형곡중)

15:30-16:00

Shehadeh, A. (2011). Effects and student perceptions of collaborative writing in L2.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20, 286-305.
남미영(계명대)

11:20-11:50

서사적 텍스트가 고등학생 영어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문기영(대구 매호중)

16:00-16:30

Self-directed teacher development
Mike Street(영국문화원)

16:30-17:00

Classroom-based assessment for young learners
Lee Sohyoung(영국문화원)

6. Materials & Curriculum Development (310호)

좌장: 임찬빈(평가원)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9:30-10:10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의 의미와 성취수준 설정
이문복(평가원)

10:10-10:20

휴식

10:20-11:00

영어과 교과교실의 유용성 증대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개발
이인철(온양 한올중)

11:00-11:10

휴식

11:10-11:50

고교 기본과목 on-off line 교수 학습 모형 및 콘텐츠 개발
안상원(서울 신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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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SP (307호)
시간

좌장: 전지현(이화여대)

11. ICT (309호)

좌장: 김정렬(교원대)

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스마트교육을 통한 영어교육의 실제성 회복

주제: Professional English: 과제와 전망
14:30-15:00

공과대학의 영어교과과정과 제도
하종범(금오공대)

15:00-15:30

Between Scylla and Charybdis: Textbook selection for junior college students in service departments
이희구(인하공전)

15:30-15:50

휴식

15:50-16:20

항공사 영어인터뷰 과정
이관수(인하공전)

16:20-16:50

Professional English: Present and future
전지현(이화여대)

10. TEE (308호)

14:30-15:00

Teach for America and its implications for us: Can smart learning help us?
(What makes a good teacher and what makes a better world?)
황경호(KTOIC)

15:00-15:30

스마트(SMART)러닝을 통한 영어교육의 실제성 회복
김정렬(교원대)

15:30-15:50

휴식

15:50-16:20

초등학교 영어 어휘학습용 E-book 콘텐츠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
전희철(초당초)

16:20-16:50

TaLK 직중 온라인 연수가 영어과 심화연수에 주는 시사점
전영주(목원대)

좌장: 성귀복(인하대)
12. English Testing (310호)

시간

주제: New Approaches to and Perspectives in TEE
14:30-15:10
15:10-15:50

좌장: 정태영(육사)

발표 제목 및 발표자

Reconceptualizing TEE: Towards LEE
이효신(건국대)
The use of directive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english classrooms
박재은(KICE)

15:50-16:10

휴식

16:10-16:50

Teacher training and TEE: What can we learn from Finland?
Andrew Finch(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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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발표 제목 및 발표자
주제: 음성인식 기술 기반 초등영어 말하기 평가 개발 및 타당도 분석

14:30-15:10

음성인식 기술 기반 말하기 평가: 시험 설계 지침서
이영식(한남대)

15:10-15:50

초등 영어 말하기 평가 문항 및 평가 척도 개발
정태영(육사)

15:50-16:10

휴식

16:10-16:50

음성인식 기술 기반 말하기 평가 알고리즘 및 타당도 분석
김정태(배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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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경북대학교 주소 :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 기차:
동대구역 하차 후 택시 이용
(택시승강장 승차 -> 북문 하차, 15분 소요, 요금 4,000원 내외)
		
● 고속/시외버스:
동대구고속터미널 : [정문]937, [서문]순환2-1
서부정류장 : [서문]623 [북문]706
동부정류장 : [정문]937
북부정류장 : [북문]323
			
● 대구공항:
버스(719번)승차 후 경북대 북문 하차
택시(요금 6,000원 내외)
● 승용차: Navigation - 경북대학교 주소 참조

캠퍼스 지도:

DGB 문화센터

북문

글로벌플라자

중앙도서관

서문

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