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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76회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1. 제76차 한국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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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18일 (월) 09:30~18:00

(2) 장

소: 건국대학교(서울) 해봉부동산학관 103호

(3) 주

제: 말뭉치 기반 한국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4) 일

정: [별첨1] 참조

(5) 학술대회장(건국대학교) 오시는 길: [별첨2] 참조
(6) 등 록 비: 10,000원(대학원생) / 20,000원(일반)
(7) 주

차: 주차권 판매(2시간 2,000원 / 4시간 4,000원 / 당일 6,000)

(9) 주

최: 한국어학회

(10)주

관: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1)후

원: 건국대학교

#[별첨1] 제76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별첨2] 학술대회장 오시는 길. 끝.

한 국 어 학 회 장

#[별첨1] 제76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 일

시: 2019년 2월 18일 (월) 09:30~18:00

• 장

소: 건국대학교(서울) 해봉부동산학관 103호

• 주

제: 말뭉치 기반 한국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제76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
09:00~09:25
09:25~09:30

등록
개회 ································································································· ▪ 사회: 장경준(고려대)
회장 인사 ······················································································ ▪ 송향근(한국어학회장)
▪ 사회: 신우봉(제주대)

오전 개인발표 1

09:30~10:00
(30분)

(1) 한국어 구어 담회에서 ‘예시하기’ 표현의 실현 양상 연구 - 일상 대화와 강의 담화
의 비교를 통해서 ▪ 발표: 김현지(한국외대)
▪ 토론: 안정호(한양대)

10:00~10:30
(30분)

10:30~11:00
(30분)

(2)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실현 양상
▪ 발표: 장혜진(고려대)
▪ 토론: 손달임(이화여대)
(3) 비종결 절 경계의 억양구 형성 양상 – 부사절을 중심으로▪ 발표: 전태희(고려대)·신지영(고려대)
▪ 토론: 이봉원(나사렛대)
11:00~11:10(10분)

휴

식
▪ 사회: 이영제(고려대)

오전 개인발표 2
11:10~11:40
(30분)

11:40~12:10
(30분)

(4) 처소격조사 ‘-에’와 ‘-에서’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서술어의 의미자질 고찰
▪ 발표: 정진희(한국외대)
▪ 토론: 조용준(건국대)
(5) 장형부정 구성에 조사 ‘이/가’나 ‘을/를’이 출현하는 현상에 대한 고찰
▪ 발표: 김천학(시립대)
▪ 토론: 김건희(서원대)
12:10~13:40(90분)

점심 식사

13:40~14:00(20분) 신진연구자상 시상식
기획발표
14:00~14:30
(30분)
14:30~15:00
(30분)

말뭉치 기반 한국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1) 말뭉치 기반 한국어 연구의 이론 및 활용
▪ 발표: 김한샘(연세대)
(2)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및 어휘 연구
▪ 발표: 신서인(한림대)

▪ 사회: 장경준(고려대)
▪ 좌장: 박진호(서울대)

15:00~15:10(10분)
15:10~15:40
(30분)

15:40~16:10
(30분)

▪ 발표: 차정원(창원대)

(4) 구어말뭉치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자 문법습득 연구
▪ 발표: 이승연(시립대)

16:20~ 17:40

휴

식

종합 토론
▪ 토론: 홍정하(서강대), 유혜원(단국대), 나승훈(전북대), 도원영(고려대)

17:40~18:00

연구윤리 교육

18:00

폐회

#[별첨2] 학술대회장 오시는 길
<학교까지 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7호선 건대입구역 4번 출구 /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
· 버스

식

(3) 한국어 정보처리 관점에서 보는 말뭉치 연구와 활용

16:10~16:20(10분)

(80분)

휴

건대역 정류장: 204, 721, 2222, 2223, 2224
건국대학교병원 정류장: 240, 721, 2222, 3220, 4212
건국대학교 앞 정류장: 2223, 2224, 3220
건대앞 정류장: 302, 3216

▪ 사회: 장경준(고려대)

<학회장(해봉부동산학관) 오시는 길>

1)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오는 길
· 도보: 건대입구역에서 도보 19분 (4번 출구 → 상허문 → 해봉부동산학관)
· 버스: 지선 2016, 4212, 3217 이용 시 “어린이대공원역.화영천주교회” 정류장 하차
2)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오는 길
· 도보: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도보 9분 (3번 출구 → 일감문 → 해봉부동산학관)
·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이용 시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구리-판교간 고속도로를 이용, 서하남에서 나오거나 올림픽 대로를 이용, 잠실대교나
올림픽대교를 건너 구의사거리에서 지하철 2호선 방향으로 직진하면 건국대학교 상허문이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이용 시
상일,하일 또는 서하남에서 나와 올림픽 대교를 건너 직진하면 오른쪽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맞은편에 건
국대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주차 안내
지하주차장 : 상허연구관, 법대, 생명환경과학대, 산학협동관, 동물생명과학대학
지상주차장 : 교내 도로상의 주차지정구역(해봉관 근처 주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