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어 교사 겨울 연수
Theme: Effective Korean Instruction & Integrating Technology into Korean Language
Education
Lectures and Presentations: (subject to change)
Whole Group sessions:
1. Keynote speaker: Why is language education important in 21st century classrooms?
21 세기 교육에서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역할 (초중고)
2. Why should we learn Korean?
한인/비한인 학부모들 설득 방안, selling point (초중고)
3. Standard Based Technology Incorporating K-12 Korean Classroom:
공통학습교과과정과 테크놀로지에 접목된 K-12 한국어 교과과정 (초중고)
4. Korean History Incorporating K-12 Korean Education
한국역사와 한국어 교육의 접목 방안 (초중고)
5. 한국어교육 지원 방향과 한국어 교사의 역할 (초중고)
Small Group Concurrent Sessions:
1. Heritage/Non Heritage Classroom Practice (elementary/secondary 수업사례 발표
다양한 수준 차별화 한국어 수업 사례 발표 (초중고)
2. Content based instruction in Korean integrating Math and Science in KDLP:
한국어이중언어반 (KDLP)에서 수학/과학 한국어 수업에 접목 방안 (초등)
3. Hybrid Model (On-line, Off-line) Implementation:
온라인/오프라인 한국어 수업 적용 방안 (중고등)
4. Dynamic Korean Supplementary:
다이내믹 코리안 부교재 활용 방안 (고등)
5. Effective Speaking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classrooms:
한국어 말하기 수업의 실체 (초중고)
6. Sharing Teaching Materials by Korean Language Teachers:
한국어 교사들이 만든 수업 자료/방법론 공유 (초중고)
7. New Teachers Classroom Development Tips (admins, colleagues, parents, students)
새교사들이 학생, 학부모, 교장,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 공유 (초중고)
8. K-POP incorporating Korean Class:
K-POP 과 한류를 한국어 교실에 접목하는 방안 (초중고)
9. Art incorporating Korean Writing lessons in KDLP:
미술을 한국어 쓰기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 (초중고)
10. Paper Folding incorporating to Korean instruction:
종이접기 수업을 한국어 교실에 접목하는 방안 (초중고)
11. NEWL Korean Exam Overview:
뉴얼 한국어 시험의 실체와 시험 준비서 배부 (고등)
12. IT & Technology Application: 테크놀로지와 한국어 수업 접목 방안
• Coding 코딩 프로그램 한국어 수업에 접목 방안 (초중고)
• Quizlet: Beginning/Advanced (초급/고급반 초중고)
• Seesaw: Beginning/Advanced (초급/고급반, 초중고)
13. Korean Language Program Now & Then (how to establish, maintain, & sustain)
한국어반 개설, 유지, 확산 방안 공유 (교장, 교육국 행정가)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한국어교육을 위한 나의 역할
Topics:
1. 한국어이중언어반/세계어로서의 한국어반 확산 방안:
2. 한국어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방안 및 교육국과 연계 방안:
3. 한인/비한인 학부모 대상 한국어교육의 필요성 효과적인 설득 방안:
4. 효율적인 교실 운영과 자료 개발/공유 방안:
Procedures:
1. 각 주제별로 2 팀씩 (Elem/Secondary) 나눈다. (한 팀당 7-10명씩 배정)
2. 미리 교사들에게 공고하여 원하는 주제를 고르게 함.
3. 팀별로 모여 팀장과 기록자 발표자를 선정함.
4. 한시간 토론하여 발표 요약을 만듬—Presentation form과 포스터 작성
5. 발표요약에 포함되는 내용: 1) 현재 현황 2) 문제점 분석 3) 개선/발전 방향 제안
6. 각 팀의 발표자는 Panel 형식으로 10분씩 발표함.
7.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