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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06. ( ) - 2일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 및 강의 수강  

(min) 분(min) 교육행정가 정부관계자

【 TRACKⅠ 】

국제학술대회

: 대학 교원 및 전문가
주제: 한국어교사, 
한국어교육의 중심! 

【 TRACKⅡ 】

전문연수

대상: 초·중등 교사 및 
한국교육원 강사 

주제: 한국어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특성 

【 TRACK III 】

정책연수

대상: 교육원장 및 
교육 행정가

주제: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육 협력 

정책 소개

양자회담

2020. 11. 05. (목) - 1일차 ※한국시간 기준,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운영

교육자-교육행정가 공동프로그램

시간 내용

11:00-11:20

개회식

사회: 이금희 아나운서

개회사 

임영담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

 

환영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국어 교육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 

대한민국 교육부–캄보디아 교육청소년 체육부 

축사 

유기홍 교육위원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외통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11:20-12:20 기조 강연 – 박동호 교수(경희대학교)

12:20-12:40 축하 공연 - 이자람(심청가, 이방인의 노래)

12:40-14:00 점심 시간(1시간 20분)

14:00-15:00 주제 강연 - 최보영 과장(재외동포교육담당관) 

15:00-17:30

FORUM in FORUM 

진행 및 사회: 김선정 교수(계명대학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지 한국어 교육 현황과 국가별 제2외국어 정책

                                 1. 낸시 홍(미국 글렌데일 교육구) 

                                 2. 농씨리 초띠랏(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과장)

                                 3. 스리바스타바 사티안슈(인도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4. 달사나 쿠마라(스리랑카 교육부)

                                 5. 사파로프 산그알리(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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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학습자 대상 온라인 
언어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할 <한글로 한국을 
마케팅하라> 

(텍사스 주립대) 구본관 교수
(서울대)

30’

코로나19 대응한 
한국의 교육정책

최흥윤 

(교육부 기획담당관) 말레이시아

30’

코로나 시대에 한국어 교사의 

역할

도프엉토이 
(베트남 하노이 외대)

신남방(베트남)

30’

호치민시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고지형 원장
(호치민시 

한국교육원) /
응웬 티 프엉 마이
(베트남 호치민인사 

대학교 학부장) 

30’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번역상 한자교육 현황

미에미에머
 (미얀마 양곤외대) 말소리의 세계와 한국어 

발음교육

허용 교수
(한국외대)

우크라이나

30’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중심으로
 

쩐 티 후웅
(베트남 하노이 

외국어대학교 학부장)

30’

스리랑카의 교사 양성 실태

수바싱하게 차투리카 닐라니 
(스리랑카 켈라니야대)

분(min)

【 TRACKⅠ 】

국제학술대회

대상: 대학 교원 및 전문가
주제: 한국어교사, 
한국어교육의 중심! 

【 TRACKⅡ 】

전문연수

대상: 초·중등 교사 및 
한국교육원 강사 

주제: 온라인학습사이트
개발사례 및 활용방법

분(min)

【 TRACK III 】

정책연수

대상: 교육원장 및 
교육 행정가

주제: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육 협력 

정책 소개

30’

바쿠국립대 한국학 현황 및 

개선 방안

하사나바 부살라
(아제르바이젠 바쿠국립대) '나만의 LMS에서 온라인 

학습콘텐츠 활용하기’

진정란 교수
(사이버한국외대)

신북방(우즈베키스탄)

20’

우즈벡 한국어 교원 
양성 체계 구축 

실크로드 중심지에서 
한국어를 꽃피울 
교사를 키우다

 
오기열 원장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30’

일본의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황 -고등학생 

초급자용 검정시험 개발과 
실시

구로사와 신지
(국제관동고)

30’
라지예브 아유브흔

(우즈베키스탄 
중앙연수원장)

30’

인도 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점 변화 

고셜 꾸마르
(인도 자와할랄 네루대)

김현진 교수
(이화여대) 

신북방(우크라이나)

20’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김경탁 원장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

30’
"한국어 교사, 한국어교육의 

중심" -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30’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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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즈
(파키스탄 국립외대)

심현주 교수
(우신스키 

국립사범대)

30’
– 따로 또 같이
윤선영 

(오스트리아 비엔나국립대)
K-pop 그룹 멤버들과 

대화하며 한국어 배우기: 
공개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용 챗봇 

제작(BTS-BOT)
김낙훈 교사

(성동고) 

신북방(러시아)

20’

2020년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현지 

한국어교원양성

사업개요

정인순 교수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

30’

말라가 대학교의 한국어와 
한국학 교육 

안토니오 도메넥 델 리오
(스페인 말라가대)

60’ -

한국어 온라인 학습 사이트 
개발 사례 및 활용 방법 

 
김지애 교수

(서울사이버대)

- -

2020. 11. 07. (토) - 3일차 ※한국시간 기준,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운영

교육자-교육행정가 공동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5:00
전문가·교육자·교육행정가 전체 토론 (Round table)

토론 진행 및 사회: 김선정 교수(계명대학교)

15:00-16:00 특강 - 이금희 아나운서 ‘소우주’

16:00-16:20 온라인 역사·문화탐방

16:20-16:40 한국어 유공자 시상식 및 수상 소감 

16:40-16:41 폐회사

16:41-16:46 감사의 말씀

16:46-17:06 축하 공연 - 인순이와 어린이 합창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