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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많은 영어선생님들과 학자들이 다가오는 5월 31일 대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개최하는 KOTESOL (대한영어교육학회) 전국 학술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교실에서의 변화: 원칙에 입각한 실용주의 

실용적인 응용법, 유용한 경험들, 그리고 영어선생님들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와 함께하는 학술

대회 및 워크샵이 될 것입니다.  

 

올해 KOTESOL 전국 학술대회의 주제는 『교실에서의 변화: 원칙에 입각한 실용주의』 입니다. 

KOTESOL 회장이며 이번 학술대회의 의장인 Peadar Callaghan교수는 “모든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

는 문제들을 새로 뜨고 있는 교수법으로 가르치거나 새로운 전자기기를 통해 해결할 생각대신에 

지난 50년 동안 개발되었던 많은 자료로부터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생님들이 현명하게 선택하여 

극대화시킬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자인 Marc Helgesen교수와 Charles Browne교수의 대표강

연 및 실질적 수업을 다루는 Ken Beatty교수의 온라인 세미나를 포함한 총 8시간 동안 60여개의 

연구발표와 워크샵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많은 학술대회와는 달리 이번 행사는 늘 바쁜 선생님, 부족한 자료, 그리고 공부동기

가 없는 학생 등, 교실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언어교육자가 값비싼 전자기기 사용과 수준별 수업 없이도 좋은 결과를 내도록 

기대합니다. 물론 이상적인 학생들을 위한 전문화된 언어교수법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겠지만 매

우 드물며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Callaghan회장은 설명합니다. 

 

실용적인 접근법과 교실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60여개의 발표와 워크샵은모

두 영어로 참석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원칙에 입각한 실용주의』는 이번 행사의 주제이며 여러 발표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

다. 한국의 대학원생부터 미국의 종신교수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범위의 발표와 워크샵이 있으며 

교실현장연구발표가 핵심요소입니다. 교실현장연구란 교실구성의 모든 참여자를 포괄하는 개념으

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개인적 연구를 통해 더 효율적인 교수법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부의장인 Rob Dickey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업도구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사결과를 보면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바

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스킬 또는 자료를 제시해 주는 발표나 워크샵을 선호합니



다.”  

 

Korea TESOL은 다양한 다문화배경을 가진 선생님들의 단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학회의 

회칙과 활동의 모든 면에서 묻어납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회장을 비롯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

신 총무와 2명의 한국인 부회장과 재무이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회원들이 함께 활

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장점은 각국에서 온 회원들의 다양성입니다. 회원의 1/4은 한국인

이며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생

각의 틀을 넓히고 그것은 선생님들의 개인적전문적 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Callaghan회장은 말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KOTESOL 전국학술대회 매년 봄 다른 장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 

KOTESOL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서울에서 열리며 이번엔 세계 스승의 날에 새로운 장소인 코엑스

(COEX)에서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1200여명이 이 행

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 

날짜: 2014년 5월 31일 

장소: 대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참가자: 200명 내외의 영어교육자, 50여명의 국내발표자, 10여명의 국외발표자들의 60여개의 발표

와 워크샵 

 

Korea TESOL(대한영어교육학회)는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TESOL International과 영국의 

IATEFL과 공식적인 연계를 하고 있으며 PAC(범아시아영어교육컨소시엄)의 파트너입니다. 

 

KOTESOL은 700명 이상의 영어교육직 회원이 있으며 이중 25%는 한국인이고 75%는 외국인 회

원입니다. 전국에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도를 비롯하여 11개의 지부학회가 있으

며 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동국가를 포함한 20여개국 국제회원들이 

있습니다.  

 

KOTESOL 웹사이트: http://koreatesol.org 

 

더 자세한 정보가 아래의 웹 주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koreatesol.org/nc2014) 

 

이밖에 방송자료나 사진들과 KOTESOL에 관한 정보는 http://koreatesol.org/media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IATEFL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영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외국어교육학회인 IATEFL은 4천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http://www.iatefl.org/iatefl/welcome) 

 

 TESOL International (Alexandria, Virginia, USA)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국제영어교육학회(TESOL)은 180개국에서 12,000명이 넘

는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http://tesol.org) 

 

2013년 KOTESOL 전국학술대회는 한국교원대학교, 2012년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학술대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요청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Peadar Callaghan, KOTESOL 회장 / 전국학술대회 의장 

 모바일: 010-8737-0430 

 이메일: peadarcallaghan@gmail.com 

 

 Rob Dickey, 2014 KOTESOL 전국학술대회 부의장 

 모바일: 010-2272-0968 

 이메일: rjdickey@content-english.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