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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초)

16:00-16:10

휴식

16:10-16:40

수업 장학을 통한 교사의 scaffolding 변화
전연주 (서울 수암초)

김미향
(성남외고)

안현미
(중원초)

16:40-17:10

A Comparative Analysis of Phonics Approaches in
Let's Go Starter 2nd Edition and Let's Go Phonics
박주영 (성신여대)

이혜원
(교육과정평가원)

최승희
(한국외대)

17:10-17:40

어린이영어도서관 활용의 실제
박유미 (서울 잠현초)

유은영
(오봉초)

조성주
(계상초)

제8분과: 독일어, 프랑스어 교육
좌장: 이근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원 3층 306호

시 간

논문 제목 및 발표자

14:30-15:00

독일어 교재에 제시된 연습 및 과제 구성의 특성 분석
조국현 (한국외대)

15:00-15:30

PBL(Problem-Based Learning) 방식의 프랑스어 문법 수업
조항덕 (숙명여대)

15:30-16:00

고등학교에서의 프랑스어 어휘교육
김정숙 (창덕여고)

16:00-16:10

휴식

16:10-16:40

휴대전화를 이용한 프랑스어 말하기 연습에 관한 연구
김희경 (프랑스 그르노블 3대)

사회자
박정섭
(서강대)
이경수
(상명대)
이경수
(상명대)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0년 학술대회

제9분과: 프랑스어 교육
좌장: 심봉섭 (서울대)

대학원 3층 307호

시 간

논문 제목 및 발표자

14:30-15:00

상호텍스트성과 프랑스어 읽기 교육
정우향 (서울대)

사회자

15:00-15:30

외국어 유창성을 위한 e-Tandem 활용 학습방안 모색
장니나 (부산외대)

(인하대)

15:30-16:00

Blog를 이용한 불어작문지도법
신광순 (서울대)

최희재
(서울대)

16:00-16:10

휴식

16:10-16:40

비언어적 행동기호와 프랑스어 교육을 위한 제언
김현주 (단국대)

임헌

최희재
(서울대)

제10분과: 스페인어 교육 1
좌장: 김원필 (조선대)

대학원 3층 308호

시 간

논문 제목 및 발표자

14:30-15:00

가추법과 반(反)방법론 견지에서 본 클라우드 컴퓨팅 증강현실에서
문화교육을 병행하는 외국어교육 산업의 혁신정책
노형남 (고려대)

15:00-15:30

병렬코퍼스를 이용한 언어대조 방법론
신자영 (연세대)

15:30-15:40

휴식

15:40-16:10

투우와 축구를 이용한 관용적 표현의 학습법 제안
조혜진 (이화여대)

16:10-16:40

중남미 영화를 이용한 중남미 스페인어 교육
서경석 (계명대)

사회자

윤영순
(교육과정평가원)

유왕무
(배재대)

제11분과: 스페인어 교육 2
좌장: 김우중 (대가대)

대학원 3층 309호

시 간

논문 제목 및 발표자

14:30-15:00

‘것’의 번역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완 (단국대)

15:00-15:30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의 대화문에 나타나는 비문장 발화형태의 구문에 대한 연구
곽재용 (경희대)

15:30-15:40

휴식

15:40-16:10

스페인어 텍스트 결속구조와 교수법
심영식 (선문대)

16:10-16:40

문법 능력 향상을 통한 스페인어 관사 습득 연구
양승관 (한국외대)

사회자
이강국
(한국외대)

마상영
(단국대)

제12분과: 일본어 교육
좌장: 안용주 (선문대)

대학원 4층 402호

시 간

논문 제목 및 발표자

14:30-15:00

多文化社 と日本語
안용주 (선문대)

15:00-15:30

현대일본어 依 表現 고찰 - 유형별 간접 의뢰표현을 중심으로
이재은 (명지대)

15:30-16:00

일본지방도시의 관광지역 만들기 연구
서만식 (유한대)

16:00-16:10

휴식

16:10-16:40

일본어교재에 나타난 메타언어의 현황과 문제점
황규선 (유한대)

16:40-17:10

日本と韓

における英語からの借用語
송복유 (간사이대)

사회자

송영빈
(이화여대)

이재은
(명지대)

제13분과: 중국어 교육
좌장: 류기수 (한신대)

대학원 4층 403호

시 간

논문 제목 및 발표자

14:30-15:00

중국어교육에서의 문화항목 선정에 관한 고찰:
중국의 어문 교과서에 수록된 문화항목 분석을 바탕으로
유재원 (한국외대), 김윤정 (창원대)

15:00-15:30

신구 HSK 비교
문미진 (한신대)

사회자
강영부
(경희대)

제14분과: 러시아어 교육
좌장: 이은순 (단국대)

대학원 4층 407호

시 간

논문 제목 및 발표자

14:30-15:00

SNULT 러시아어 시험의 현황
유승만 (한양대)

15:00-15:30

TORFL(Test of Russian Foreign Language)의 현황 및 분석
김진규 (고려대)

15:30-16:00

국내 러시아어 능력인정시험 현황 분석
김세일 (중앙대)

사회자

서상국
(단국대)

제15분과: 한국어 교육
좌장: 한송화 (연세대)

대학원 1층 105호

시 간

논문 제목 및 발표자

사회자

14:30-15:00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온라인 피드백의 분석을 중심으로
신혜순 (건국대)

15:00-15:30

‘이야기 다시 말하기’(retelling activity)가 한국어 말하기 정확성과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 중급을 중심으로
Maryna Solodka (연세대)

안경화
(서울대)

15:30-16:00

결혼 이민 여성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사의 문화적 감수성 연구
오지혜, 신필여 (서울대)

박동호
(경희대)

16:00-16:10

휴식

16:10-16:4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파열음에 대한 발음 교육
장우혁, 정윤자, 김길동, 이재춘 (단국대)

박동호
(경희대)

제16분과: 동남아지역 언어 교육
좌장: 전태현 (한국외대)

대학원 4층 408호

시 간

논문 제목 및 발표자

14:30-15:00

외국어로서의 태국어 교육에 관한 고찰
Saiwaroon Noinimit (한국외대)

15:00-15:30

Learning Process of Bahasa Indonesia at HUFS Korea Process,
Problem, and its Significance
Koko Sudarmoko (한국외대)

15:30-16:00

미얀마 내 한국어와 한국교육의 현황과 과제: UFL의 사례
장준영 (한국외대)

16:00-16:10

휴식

16:10-16:40

베트남현지대학교와의 3+1, 2+2 교육제도 분석
이강우 (청운대)

16:40-17:10

한국어 접두사와 말레이어 접두사의 대조연구
Khor Whei Teng (한국외대)

사회자

박연관
(청운대)

김장겸
(한국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