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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영어교육연구소(IGEER)창립 세미나 차례

IGEER 창립 기념 세미나
초대의 말씀
제 4차 혁명은 2016년 개최된 다보스 포럼과 같은 세계적인 행사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면서 개별 국가 단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각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둘
러싼 관심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개념은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적용의 효과성은 전공분양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주창하는 다양한 개념 중 핵심
적인 개념은 산업의 자동화입니다. 이 자동화 이론(Automatization)은
영어학습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그 적용의 효과성은 뛰어나다. 실제로
영어학습 분야에서의 자동화 이론은 인공지능으로 오래 전부터 연구되
어 왔으며, 19세기부터 음성인식기술(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이 상용화되어 사용되었고, 최근 자연언어처리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 발달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학습자 간의 쌍방향 영어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초중고교에서의 저
비용, 고효율 인공지능형 영어교육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 정부의 영어교육정책, 영어학습 실패의 근본적
인 원인과 처방 및 인공지능형 언어학습프로그램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현재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영어교육을 리점프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으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쌍방향 영어대화프로그램(Intelligent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영어사교육 부담률은 가계
의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영어학습을 할 수 있게 되면 영어 학습의 효율성도
배가 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도 경감시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제시하는 영어교육의 혁신적인 방향의 제시가 초중
고등 학교 영어교육을 끌고 가는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11월 8일(수), 오후 1:30 - 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2층)
공동주최 : 글로벌영어교육연구소, 국회의원 박성중
후원 : 동덕여자대학교, Deep University(미국 Wisconsin주)
(주)KG Passone, 영어교육 및 ICT 업체 다수
Time
1:30 ~ 2:00

Contents
등록(Registration)

Moderator
IGEER 연구소 Staff

<제1부>
2:00 ~ 2:10

개회식(Opening Ceremony)
인사말(Opening Address)
· 김인석 교수(IGEER 연구소 대표)

박준언 교수
(숭실대학교)

격려사(Speech of Encouragement)
· 김낙훈 총장(동덕여자대학교)
2:10 ~ 2:35

환영사(Welcoming Speech)
·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박준언 교수

축사(Congratulatory Speech)

(숭실대학교)

·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장정숙 의원(국민의당)
· 남부호 국장(교육부)

2:35 ~ 3:15
3:15~ 3:30
3:30 ~3:50

4차 산업혁명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초중고교에서의
저비용, 고효율 인공지능형 영어교육 혁신방안의 제시
· 김인석 교수(IGEER 연구소 대표)
휴식(Coffee Break)

강진 박사
(지석초등학교)
IGEER 연구소 Staff

윤국진 원장(대전교육과학연구원)

3:50 ~ 4:10

토론 2 김기서 교육국장(경기도교육청)

4:10 ~ 4:30

토론 3 윤호상 교장(서울도선고등학교)

4:30 ~ 4:50

토론 4 박전규 실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4:50 ~ 5:2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Overall Discussions and Q/A)

5:20 ~ 5:30

휴식(Coffee Break)

김재혁 교수
(광주교육대학교)

IGEER 연구소 Staff

<제2부>

2017. 11
글로벌영어교육연구소(IGEER) 대표

김인석

드림

(미국 Deep University 부총장 / 동덕여대 영어과 명예교수)

5:30 ~ 5:35

<인사말>한상석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총연합회)

5:35 ~ 5:55

알파고영어학습훈련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안)
· 김인석 교수(IGEER 연구소 대표)

5:55 ~ 6:00

폐회(Closing Remarks)

박종우 교장
(전 여의도고등학교)
노승록 홍보전문위원
(IGEER)

* 연구소 창립 기념품(세미나 자료집 1권/ 기념 타월 1개)을 증정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