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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어학회 · 우리말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1. 한국어학회 · 우리말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열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학회 기관지 ｢한국어학｣은 1년에 4회 발간됩니다.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3. 학회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각각 3만원, 50만원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2018년 8월 23일(목) 13:00-18:30 / 8월 24일(금) 09:10-12:00

(2) 장

소: 부산대학교 효원산학협동관 101호

(3) 주

제: 언어학 이론의 변천과 성과

(4) 일

정: [별첨1] 참조

(5) 학술대회장(부산대학교) 오시는 길: [별첨2] 참조
(6) 등 록 비: 20,000원(대학원생) / 30,000원(일반)
(7) 숙 박 비: 20,000원(숙소: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8) 주

차: 주차권 판매

(9) 주

최: 한국어학회 · 우리말학회

(10)주

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1)후

원: 한국연구재단

#[별첨1] 한국어학회 · 우리말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별첨2] 학술대회장 오시는 길. 끝.

한 국 어 학 회 장

#[별첨1] 한국어학회 · 우리말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 일

시: 2018년 8월 23일(목) 13:00-18:30 / 8월 24일(금) 09:10-12:00

• 장

소: 부산대학교 효원산학협동관 101호

• 주

제: 언어학 이론의 변천과 성과

▣한국어학회 · 우리말학회 공동 전국 학술대회 ▣
(1) 2018년 8월 23일(목) 13:00-18:00
13:00~13:20

등록
▪ 사회: 박소영(부산대)

개회
13:20~13:30

개회사: 권경근(우리말학회장)
기획발표

기획발표
13:30~14:10
(40분)
14:10~14:50
(40분)

(1) 음운 이론의 변천과 계량 음운론
▪ 발표: 이봉형(대전대)
(2) 형태 이론의 변천과 보충법
▪ 발표: 정인기(서강대)
14:50 – 15:00 (10분)

15:00~15:40
(40분)
15:40~16:20
(40분)
16:20~17:00
(40분)

(50분)

휴

식

(3) 통사 이론의 변천과 실험연구 방법론
▪ 발표: 고희정(서울대)
(4) 의미 이론의 변천과 한국어 담화 단위의 의미
▪ 발표: 전영철(서울대)
(5) 언어교육 이론의 변천과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외국어 교수법
▪ 발표: 박매란(부경대)
17:00 – 17:10 (10분)

17:10~18:00

▪ 사회: 오현아(강원대)

언어학 이론의 변천과 성과

휴

식

종합 토론
▪ 토론: 박선우(계명대), 이정훈(서강대), 박소영(부산대), ▪ 좌장: 박진호(서울대)
남경완(창원대), 주세형(서강대)

(2) 2018년 8월 24일(금) 09:10-12:00
09:10~09:30

등록
일반발표

제1분과
09:30~
11:30
(120분)

09:30~ (1) ｢전일도인(全一道人)｣의 번역과 한국어교육사적 의의
10:10
▪ 발표: 허인영(고려대)
(40분)
▪ 토론: 서민정(부산대)
10:10~ (2)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한 한글 교육의 원형(原形) 탐색
10:50
▪ 발표: 김부연(고려대)
(40분)
▪ 토론: 최미현(동의대)
10:50~
(3)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에 대하여
11:30
▪ 발표: 김무림(강릉원주대)
(40분)

▪ 사회: 이준환(창원대)

▪ 토론: 최중호(동의대)
09:30~ (1) 자유 선택(Free choice)과 명령문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고
10:10
▪ 발표: 허세문(서울대)
(40분)
▪ 토론: 손평효(부산대)
제2분과
09:30~
11:30

10:10~ (2) 화자 집단의 변화와 모음 변화
10:50
▪ 발표: 이옥희(신라대)
(40분)
▪ 토론: 오재혁(건국대)

▪ 사회: 차윤정(부산대)

(120분)
10:50~ (3) 네트워크 모델을 적용한 강원도 하위방언구획
11:30
▪ 발표: 정성훈(대만정치대)
(40분)
▪ 토론: 김봉국(부산교대)
09:30~
10:10
(40분)
제3분과
09:30~
11:30
(120분)

(1) 의미지도를 이용한 시간 부사 연구: 표준어와 연변 방
언을 중심으로
▪ 발표: 유희정(고려대)·전은경(고려대)
▪ 토론: 김인균(신라대)

10:10~ (2)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문법 지식 체계화 양상 분석
10:50
▪ 발표: 박민신(인천대)
(40분)
▪ 토론: 원해영(부산외대)

▪ 사회: 이동혁(부산교대)

10:50~ (3) 역대 대통령 신년사 담론에 나타난 언어표현 전략 고찰
11:30
▪ 발표: 정윤희(동의대)
(40분)
▪ 토론: 최정혜(가천대)

제4분과
09:30~
11:30
(120분)

09:30~ (1) 문법교육에서의 표현 의도 개념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
10:10
▪ 발표: 조진수(서울대)
(40분)
▪ 토론: 윤창숙(부산대)
10:10~ (2) 다문화 사회와 국제 이민자 문화적응 연구: 이론적 검토
10:50
▪ 발표: 강수경(부산대)
▪ 사회: 김홍범(한남대)
(40분)
▪ 토론: 한지형(부산대)
10:50~ (3) 속담을 활용한 비교 문화 교육안
11:30
▪ 발표: 김희경(후쿠오카여대)
(40분)
▪ 토론: 배도용(부산외대)
폐회

11:30~12:00

폐회사: 민현식(한국어학회장)
한국어학회 총회

▪ 사회: 김유범(고려대)

#[별첨2] 학술대회장 오시는 길
<학교까지 오시는 길>

<학회장(효원산학협동관) 오시는 길>

· 도보: 정문에서 도보 10분
· 버스: 마을버스 금정구7 이용 시
“부산대예술관” 정류장 하차
· 자가용: 예술관, 협동관(학회장) 앞
주차장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