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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시각

시간

내용

09:00-09:30

30

등록

09:30-09:50

20

개회식

09:50-10:30

40

10:30-11:10

40

11:10-11:20

10

주제발표 1: 핵심 역량 기반 창의성 교육과 테크놀로지
(한종임)
주제발표 2: Weaving Language Learning and
Creativity Together (Chee Kit Looi)

진행

총무이사

이상민

이상민

휴식
주제발표 3: Building Creative and Innovative EFL

11:20-12:00

40

Learning Environments through Infusion of

김정태

Technologies (Siew Ming Thang)
12:00-13:10

70

점심

13:10-13:30

20

프로모션 세션: Turnitin Korea

13:30-15:00

90

학술발표 세션 1부 (1-7), 포스터 세션, 스타트업 세션

세션 사회자

15:00-15:30

30

포스터 세션, 스타트업 세션

세션 사회자

15:30-17:00

90

학술발표 세션 2부 (1-7)

세션 사회자

17:00-17:30

30

총회, 폐회식

하종범

총무이사

세션 프로그램

시각

시간

13:30-15:00

90

세션 1-1. 창의성

전영주

15:30-17:00

90

세션 1-2. 쓰기

전영주

13:30-15:00
15:30-17:00

내용

180 세션 2. 플립러닝

진행

표경현

13:30-15:00

90

세션 3-1. 교사 연수

김혜영

15:30-17:00

90

세션 3-2. 프로그램 연구

김혜영

13:30-15:00
15:30-17:00
13:30-15:00
15:30-17:00

180 세션 4. 평가

김정태

180 세션 5. 어휘

차윤정

13:30-15:00

90

세션 6-1. 문법

하종범

15:30-17:00

90

세션 6-2. 말하기, 발음

하종범

13:30-15:00
15:30-17:00

180 세션 7. 영어교육의 확장

13:30-15:30 120 포스터 세션

13:30-15:30 120 스타트업 세션

김성연

민호기

강명재, 김봉규

세션 프로그램 세부
세션

내용

▷▷ Fostering Creativity in Language Learning (Chee Kit Looi;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Singapore)
세션 1-1
▷▷ Innovative Activities and Assessments to Accommodate Different Learning
창의성
Styles in the Online EFL Classroom (Andrea Rakushin Lee; Konkuk University)
(13:30-15:00)
▷▷ 2009 개정 창의·인성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전영주, 이제영; 목원대학교, 세한
대학교)

진행

전영주

▷▷ A Case Study of Problem-Solution Pattern and Collaborative Writing in Computer-Assisted Business Writing (Won Hee Yee, Chung Hyun Lee; Hankuk University of
세션 1-2
쓰기
(15:30-17:00)

Foreign Studies)
▷▷ Screen and Audio Recorded Feedback for Writing in University English Language

전영주

Program (Jiun Simon Bae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eacher Response on Student English Writing in Blended Learning at University
Level (Lee S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영어 교과목의 플립 러닝에 있어서 legal writing과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활용: 창의성 개

세션 2-1
플립러닝
(13:30-15:00)

발의 관점에서 (서정목; 대구가톨릭대학교)
▷▷ 플립 러닝을 활용한 현장 교사 실행 연구와 수업 전문성 제고 (장경숙, 이세진;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수유초등학교)

표경현

▷▷ 플립 러닝을 적용한 초등 영어 학습자 참여 증대 방안 (이새롬, 장경숙; 발산초등학교,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세션 2-2
플립러닝
(15:30-17:00)

세션 3-1
교사연수
(13:30-15:00)

세션 3-2
프로그램 연구
(15:30-17:00)

▷▷ 플립 러닝 활성화를 위한 ⓔ클래스 활용 제안 (조선형; 한국교육방송공사/서울화곡초등학
교)
▷▷ 웹2.0에 기반한 플립 러닝을 적용한 영어 작문 수업 사례 연구 (하명정; 상명대학교)

표경현

▷▷ 온라인 클립형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 인식과 발전 방향 (성은경;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미래형 영어 교원 연수 SMART Teaching 3.0 설계와 적용 (김혜영; 중앙대학교)
▷▷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영어 강사의 맞춤식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 (박찬규; 중원대학교)
▷▷ 영어 교사의 지속적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변화 (장은경, 김희경; 압구정고등학

김혜영

교, 영신여자고등학교)
▷▷ 대학 영어 교과목 관련 동료 튜터링 사례 연구 (유경아; 목원대학교)
▷▷ 간호학과 영어교육 프로그램 연구 (김혜란; 이화여자대학교)
▷▷ 탈북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적용 및 분석 연구 (장은영; 서울교육대학

김혜영

교)
▷▷ 고교 영어 교과서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화에 나타난 화행 분석 (차민경, 이현우;

세션 4-1
평가
(13:30-15:00)

중경고등학교, 인하대학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영어 서답형 문항에 대한 학생 반응 분석 (김성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김정태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중학교 영어과 서답형 문항에 대한 학생 반응 분석 (배주경;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 컴퓨터 기반 영어 시험에 대한 반응의 개인차 (김해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세션 4-2
▷▷ 짝활동 말하기 평가에서 상대 수험자의 영향에 관한 연구 (신상근, 현일선; 이화여자대
평가
학교, 한성대학교)
(15:30-17:00)
▷▷ 발음 교육에서 형태 초점 피드백의 유형에 따른 효과 비교 (강윤형; 한신대학교)

김정태

세션 프로그램 세부
세션

내용

▷▷ Quizlet 활용 어휘 학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연구 (김혜숙, 차윤정; 서울여
5-1
자대학교, 한신대학교)
어휘
▷▷ 모바일 단어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방안 (김혜숙; 서울여자대학교)
(13:30-15:00) ▷▷ 온라인 구어 (spoken) 원문에 대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요약 글쓰기의 어휘 프로
파일 분석 (류영숙; 서울시립대학교)

진행

차윤정

▷▷ 연어군(collocation family)이란 무엇인가? (신동광,전유아,이신웅,박명수; 광주교육대학
5-2
어휘

교,한양대학교,한양대학교,상명대학교)
▷▷ 다독을 통한 우연적 어휘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박소혜; 이화여자대학교)

차윤정

(15:30-17:00) ▷▷ 영어 부정 부사(rarely, seldom, hardly, barely, scarcely)의 용법에 대한 코퍼스 분석 (김

연희; 한양대학교)
▷▷ 모바일 활동을 통한 영어 관사 학습 (하종범; 금오공과대학교)
세션 6-1
문법

▷▷ Teaching Grammar Effectively through Cooperative Learning (Myung Jae Kang;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하종범

(13:30-15:00) ▷▷ 영어 I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에 나타난 부정사의 분포에 대한 분석 (이지현,

이현우; 인천해송고등학교, 인하대학교)
▷▷ 대화맵 기반 영어교육용 대화 시스템 GenieTutor (최승권, 권오욱, 김영길; 한국전자통신연
세션 6-2
말하기, 발음
(15:30-17:00)

구원)
▷▷ 학부모와 교사의 초등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발음 교육 중심으로 (조정래, 성은경; 사

하종범

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사 학생 모두를 위한 말하기 수업 찾아보기 (김의현; 덕성여자중학교)
▷▷ 모바일 기반 언어 학습에 대한 영향 요인과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이용 의도간의 구조 관계

세션 7-1

분석 (김규미, 이상준; 세명대학교)

영어교육의 확장 ▷▷ 세계 시민 교육과 CALL (조성준; 복수고등학교 )

김성연

(13:30-15:00) ▷▷ Critical Literacy Research in Korean EFL Contexts (Seonmin Huh;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세션 7-2
영어교육의 확장
(15:30-17:00)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영어교육의 방향: 무크(MOOC)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주연; 명지전
문대학)
▷▷ 활동 중심 읽기 수업 적용 사례 (장성욱; 성암여자중학교)
▷▷ 테크놀로지와 미디어를 활용한 영어과 프로젝트 수업 (임규연; 창덕여자중학교)

김성연

세션 프로그램 세부
세션

내용

▷▷ Developing Synthetic Phonics-based Mobile App Available o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Min-Ji Ye;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 English Vocabulary Learning e-Book through the Use of Korean History o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Jeongeun Song;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 Mobile Experiential Language Learning with EXALL (Lucy Surridge, Yong Ju
Lee, Deborah Tseng, Xiaofang Yan, Jungtae Kim; Pai Chai University)
▷▷ Adults Phonics Learning Based on Loanwords Using an EPUB E-book
포스터
(Ja-Young Cho;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13:30-15:30)
▷▷ Developing an After-school Pops English Curriculum for Middle School

진행

민호기

Students (Jisook Oh;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 Using Naver Band for Extensive Listening in English Listening Practice Course
(Youjin Lee, Miso Kim; Chung-Ang University)
▷▷ A Suggestion on Publishing Sigil-based E-book for OPIC Preparation
(Geunyeong Baik;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 Development of a Mobile English Writing App for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y Photo Dairy (Joung Joo Ahn; Chung-Ang University)
▷▷ 1
▷▷ 2
▷▷ 3
▷▷ 4
▷▷ 5
스타트업

강명재

(13:30-15:30) ▷▷ 6

▷▷ 7
▷▷ 8
▷▷ 9
▷▷ 10

김봉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