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정상화추진연합 공동개최

선진국 도약을 위한 외국어 교육 강화와
2021 수능 정책 토론회
1. 일시; 2017년 7월 1일(토) 14:00~16:40
2. 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오디토리움(G203) 회의장
3. 신청 방법: 아래 신청용 사이트에 직접 신청

http://naver.me/FX6Lhp81
행사 담당자: 임승규 (정추련 상임부대표 xiaoma135@korea.kr)
4. 식순
❍ 13:30-14:00 (30‘) 행사 등록
❍ 14:00-14:30 (30‘) 개회식 및 기조강연
(사회: 황영주 교수, 부산외대 입학처장)
▷ 환영사: 정해린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 기조강연: 정 형 (정추련 상임대표, 단국대 교수. 동교 일본연구소장)
“선진한국의 전략적 선택 – 다중언어교육정책 강화”
= 1부 주제 발표 =
❍ 14:30-15:15 (45‘) 발표 (각 15분)
(사회: 이경은 교사, 덕원여고 일본어과, 정추련 재무국장)
주제: 외국어교육 활성화와 2021 수능 개편 방향
w 발표1: “인문진흥과 외국어교육 활성화”
위행복 교수 (한양대 중국학과. 전정추련 상임대표. 한국인문총연합 대표)
w 발표2: “대입전형을 통한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
권오현 교수 (서울대 독어교육과. 전정추련 상임부대표. 전서울대 입학본부장)
w 발표3: “일반계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 강화 방안 및 교육실태”
임승규 교사 (유신고 중국어과, 정추련 상임부대표. 한국중국어교사회 부회장)

❍ 15:15-15:30 (15‘) 휴식
= 2부 토론 및 제언 =
❍ 15:30-16:00 (30‘) 1부 주제 발표 토론 및 제언
(사회: 정기영 교수. 부산외대 일본어창의융합학부. 대한일어일문학회 부회장)

▷ 지정토론자
w 전동열 교수 (홍익대 독어독문학과.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
w 임효상 교수 (경희대 스페인어학과. 전 한국스페인어문학회 회장)
❍ 16:00-16:30 (30‘) 자유 토론 및 제언
(사회: 임승규 교사. 정추련 상임부대표)
❍ 16:30-16:35 (5‘) 교육당국에 드리는 공동 선언문 낭독
<선진 한국의 생존전략 - 외국어교육 강화 공동 선언문>
❍ 16:35~16:40 (5‘) 폐회식

< 주요 토론 참여자 >
추석민 교수 (신라대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장)

김도인 교사 (사파고 경남중국어교사회 회장)

김우성 교수 (부산외대 서어서문학학회 부회장)

변우룡 교사 (부산국제고 중국어)

김종기 교수 (부산대 프랑스어문학회 부회장)

김종주 교사 (마산구암고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경남지부

김창경 교수 (부경대 중국학과 대한중국학회 회장)

회장)

안경환 교수 (조선대 한국베트남학회 회장)

송선희 교사 (울산외고 러시아과)

이해욱 교수 (부산외대 전 한국독일어교육학회 회장)

신옥천 교사 (울산경의고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울산지부 회장)

장성욱 교수 (동의대 전 한국프랑스학회 회장)

여선구 교사 (광신고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회장)

서상범 교수 (부산외대 러시아터키중앙아시아학부, 교무처장)

우승하 교사 (울산외고 아랍어과)

신장호 교수 (대구외대 일본어문학회 회장)

문혜란 교사 (부산국제고 프랑스어과)

윤강구 교수 (경상대 일어교육과 한국일본어교육학회 회장)

전희순 교사 (울산외고 아랍어과)

이규철 교수 (부산외대 전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회장)

정지은 교사 (경혜여고,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부산지부 회장)

이용권 교수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김길선 교사 (부산국제고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부산지부 전 회장)
강주희 교사 (부산국제고 스페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