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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인사말

◇◆

현대영어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이 저물고 새해를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은 현대
사진 삽입

영어교육학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창립 20주
년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년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
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 상황과 그로 인한 여파로 인해, 학회

의 활동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정으로 학술대회를 비롯해 많은 학
회 활동이나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활동을 돌아보면, 먼저 연초
에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동계 워크숍 개최, 여러 번의 논의와 두 번의 연기 끝에
온라인으로 치르게 된 2020년도 학술대회의 성회, 올해도 4호를 출간하며 학술지의
질과 학문적 영향력을 높여온 “현대영어교육” 학술지 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회원님들과 대내외 소식을 꼼꼼히 알려주신 소식지 발송, 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 지
원 요청,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사회 모임, 그리고 일상적인 학회 운영 업무 등도 빠짐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행사와 업무에 참여하시고, 힘써주신 현대
영어교육학회 이사님,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
차 산업 혁명이 몰고 올 변화가 더욱 거세게 우리의 일상과 교육 현장에 몰아치리라
여겨집니다. 급속한 변화와 위기의 시간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평안을
빌며, 현대영어교육학회는 이 시간을 영어교육의 미래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심화하
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2021년도 학술대회는 영어교육 관련 8개 학회가 연합
하여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Post COVID-19 Era”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보다 폭넓은 주제와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워
크숍과 학술지 발간 등의 지속적 학문 활동도 이어갈 것이며, 여러분께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을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연말 따
뜻하게 보내시고, 오는 새해는 희망과 열정이 넘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최재호 드림

◆◇

현대영어교육학회 제11대 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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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소식

◇◆

● 2020년 제29회 현대영어교육학회 학술대회 개최

2020 현대영어교육학회(MEESO) 학술대회
현대영어교육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2020년도 학술대회를 실시간 온라인 방
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영어교육 과제 및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Dr. John Cripps Clark (Deakin University)의 기조연설과 이동주 교수(한국교원
대), 최승권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체연설이 있었으며, 교수법, 언어 습득, 코
퍼스, 교사교육의 4개 분과별로 40여분의 국내외 전문가와 연구자의 발표가 진행되었
습니다. 온라인 EFL 프로그램, 디지털 리터러시, 글쓰기 튜터, 비디오 게임 활용 교
육, 자동번역기와 기계번역기를 활용한 글쓰기, 코퍼스 기반과 코퍼스 활용 교재 분석
과 연어 지도, 메타분석, 컴퓨터 기반 영어 역량 평가 등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영어
교육의 미래를 조명하는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150여분의 참가자와 함께 이루어졌습
니다.
Ÿ

주제: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영어교육 과제 및 전망

Ÿ

일시: 2020년 12월 5일 (토) 09:30-17:00

Ÿ

장소: 상명대학교

Ÿ

후원: 컴퍼스퍼블리싱

Ÿ

Keynote Speech
Waitng for the Barbarians: Teaching within the Digital Typhon
John Crips Clark (Deakin University, Australia)
Plenary Speech I
A, B, C, D in ELT: AI, Big data, Corpora, Digital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이동주 (한국교원대학교)
Plenary Speech II
대화맵 기반 영어 교육용 대화 시스템
최승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20 학술대회를 마치며

◇◆

현대영어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현대영어교육 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숙입니다.

2020년 7월 17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현대영어교육 정기학술대회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코로나-19로 두 번의 연기 끝에 12월 5
일(토요일)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영어교육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조연설 발표(Deankin 대학의 John Clark 교수)와 전체연설 발표(한국교원대학교의
이동주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승권 박사)를 시작으로 교수법, 언어 습득, 코
퍼스, 그리고 교사교육으로 나뉘어 이루어진 분과 발표에서는 온라인 EFL 프로그램,
디지털 리터러시, 글쓰기 튜터, 비디오 게임 활용 교육, 자동번역기와 기계번역기를
활용한 글쓰기, 코퍼스 기반과 코퍼스 활용 교재 분석과 연어 지도, 메타분석, 컴퓨
터기반 영어 역량 평가 등 영어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님들, 교육 전문가들 및 대학원생들
이 참여해주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 분들 및 참석해주신 모든 분
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을 모아 학술대회 개최 준비에 힘써 주
신 회장님, 여러 부회장님, 이사님들, 그리고 준비위원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현대영어교육학회가 창립된 지 2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회원의 일원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달도 채 남
지 않은 2020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미숙 드림

◆◇

현대영어교육학회 20주년 기념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6MOBmuvtBQ&feature=youtu.be

◇◆

◆◇

현대영어교육학회 학술지 소식

◇◆

● 현대영어교육 학술지 e-Journal 발간
현재 회원님들에게 이메일로 학술지 e-journal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학술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1권 3호와 4호에 실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도 현대영어교육 학술지 발간 일정

현대영어교육은 영어교육 분야의 논문과 영어교육학적 내용이 함축된 영어학이나 영
미문학 분야의 연구를 환영합니다. 현대영어교육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서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우수한 논문들을 다음과 같이 연 4회 발간하고 있습
니다. 2021년 2월 28일자로 발간되는 현대영어교육은 22권 1호입니다. 2021년 5월
31일자로 발간되는 22권 2호는 국제호이며 원고 마감일은 3월 15일입니다. 현대영어
교육 22권 2호(국제호)에도 많은 논문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논문투고 마감 일자와 발행 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12월 15일 (2월 28일)
2호(국제호): 3월 15일 (5월 31일)
3호: 6월 15일 (8월 31일)
4호: 9월 15일 (11월 30일)
2. 논문투고 방식: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https://dbpiaone.com/meeso/index.do

▶논문접수 신청서(국문/영문)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3. 논문심사료: 6만원
4. 논문투고 및 게재 관련 문의사항은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편집위원회: meesojournal@naver.com
5. 논문 투고시 투고자가 회원일 경우는 연회비와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비회원일
경우는 가입비, 연회비, 그리고 심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6. 투고자의 이름으로 심사료를 납부하시고, 재무이사에게 이메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동정

◇◆

● 김형엽 교수 (고려대학교) 번역서 출간하셨습니다.
지은이: 비비안 에반스
옮긴이: 김형엽·원호혁
발간일: 2020-09-09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도서명: 「언어는 본능이 아니다」
(원제) The Language Myth: Why Language
is Not Instinct
ISBN 978-89-460-7247-3 93700
분야: 문학연구·언어학

● 방영주 교수 (명지대학교)
현대영어교육학회 제8대와

제9대를

역임하셨던

방영주교수가

The

Korea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s Education (한국외국어교육학회) 14대 학회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임기: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이유진 교수 (강원대학교)

2021년 3월 1일자로 부교수 승진하십니다.

◆◇

신입회원 소개

◇◆

● 현대영어교육학회는 현재까지 정회원 701명, 평생회원 100명, 총회원 수는 801명
으로,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8명의 회원이 가입하셨습니다. 가입하
신 8명의 신입회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회원
김영미
(덕성여자대학교)

김성민
(이화여자대학교)

손희정
(단국대학교)

신미리
(고려대학교)

장우혁
(단국대학교)

최은아
(부산대학교)

Kent Lee
(부경대학교)

Liu Jian-hua
(충북대학교)

◆◇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안내

◇◆

1.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회원가입
학회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간편한 회원가입과 논문투고 절차를 통해 회원님들께
편의를 드리고자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번거
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회원가입(기존회원 가입비 무료) 절차를 통해 새로운 홈페이
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회원관리
재무이사(E-mail: meesomembers@daum.net)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연회비 납부 방법
현대영어교육학회에서 학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회원님들께 연회비 납부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회원의 경우에만 학술지 논문투고를 하실 수 있도
록 제한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들께만 발송됨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연회비: 3만원

입회비: 1만원(신규회원)

2) 기관회원: 연회비 10만원
3)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3-934197 (예금주: 현대영어교육학회)
◎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나뉘며, 정회원 가입시 입회비 1만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일반회원은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은 300,000원을 학회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회원승인 및 연회비 관련 문의: meesomembers@daum.net
배은실 재무이사: 홈페이지 정회원 승인 및 회원가입관련 문의
안수진 재무이사: 연회비, 논문 투고료/심사료/게재료 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