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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다양한 교육기관을 위한 유용한 방안
영어교사 국제학회
영어교사들을 위해 매년
에서 연례 정기학술대회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는

저희 학술대회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신 약
명의 교육 전문가들에게 최신의 교수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수 있고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연구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각자 속해있는 교육 기관을 자랑스럽게 대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하이라이트

개의 특별주제그룹
으로 구성된 사전학술대회가 진행되고 본
학술대회기간중에는 약
개 이상 개별 세션들이
개그룹으로 묶여 동시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신 다섯분들의 기조강연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기조강연을 통해
영어언어교육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 교육자료 및 연구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언어교수분야에 있어 유능한 리더들이 분야과 관련한 최근의 주제들을 논의 하게 될 중요한
이벤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논문 발제 언어교육센터 운영
영어언어교수 학술지와 뉴스레터에 논문등재하는 등의
전문성신장의 중요한 단계들에 대한 고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션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연구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폭넓은 그룹의 학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될 국제
언어 박람회가 열립니다

개 이상의 출판사들과 언어평가 기관들 교육기관
기술관련 회사들 등 많은 다양한
관계자들이 초대되어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시회장이 마련 되어있습니다
 참석자들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극장 음악
구연동화 퀴즈 등의 다양하고 특별한 이브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교수및 학습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해 배우고





자료집과 최신의 연구를 접하게 되며
영어교육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시간을 갖고

본인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다른 교사들 및 관련 행정교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교수 및 현장 실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국제 영어교사 학회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그리고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진
최신식의 공간에서 다양한 교육 정보를 공유하기위한 방법들을 비롯하여 영어교수법과 관련된 접근법들을
교사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회는
영어언어 교육전문가 및 모든 영어교육 관련 관계자들을
국제학술대회에 초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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