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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78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1. 제7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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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1일 (금) 09:50~18:00

(2) 장

소: 단국대학교(죽전) 국제관(101호, 505호, 506호)

(3) 주

제: 1910년대 한국어 연구

(4) 일

정: [별첨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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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주차권 판매(4시간 2,000원 / 6시간 3,000원)

(8) 주

관: 단국대학교 국제처

#[별첨1] 제78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별첨2] 학술대회장 오시는 길. 끝.

한 국 어 학 회 장

#[별첨1] 제78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 일

시: 2020년 2월 21일 (금) 09:50~18:00

• 장

소: 단국대학교(죽전) 국제관(101호, 505호, 506호)

• 주

제: 1910년대 한국어 연구

▣ 제78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
09:20~09:50
09:50~10:00

등록
개회 ················································································································ ▪ 사회: 장경준(고려대)
회장 인사 ··································································································

▪ 송향근(한국어학회장)

일반발표
제1분과 (국제관 101호)
10:00~10:40
(40분)

10:40~11:20
(40분)

11:20~12:00
(40분)

(1) <일제강점기 학생 잡지 <어린이>의 국어교육 내용 연구
▪ 발표: 김미미(한글박물관)
▪ 토론: 정수현(건국대)
(2) 《훈민정음》해례본학 구성론
▪ 발표: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 토론: 유민호(한국방송통신대)
(3)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언어경관 연구
▪ 발표: 오새내(계명대)
▪ 토론: 조태린(연세대)
제2분과 (국제관 505호)

10:00~10:40
(40분)

10:40~11:20
(40분)

11:20~12:00
(40분)

▪ 사회: 정경재(창원대)

▪ 사회: 정연주(홍익대)

(1) 유음화의 수의적 실현에 대한 연구
▪ 발표: 임선우(숭실대)
▪ 토론: 조민하(고려대)
(2) 근대어 ‘낭만(浪漫)’의 성립
▪ 발표: 도재학(한림대)
▪ 토론: 이동석(교원대)
(3) 조사 ‘이/가’의 기능에 대한 고찰
▪ 발표: 김천학(서울시립대)
▪ 토론: 함병호(동국대)
제3분과 (국제관 506호)

▪ 사회: 이유경(경기대)

(1) 국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교원에 대한 인식 연구-중국 대학의 한국어과 전공 학습자를
10:00~10:40
(40분)

대상으로▪ 발표: 국지수(중국해양대)
▪ 토론: 이연정(고려대)

10:40~11:20
(40분)

11:20~12:00
(40분)

(2) KS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 평가 및 보정 교육 연구
▪ 발표: 노정은(한성대), 박진욱(대구가톨릭대), 장미정(고려대)
▪ 토론: 안정호(한림대)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민자 대상 한국어 성취도 평가 분석 연구
▪ 발표: 주월랑(서울과학기술대)
▪ 토론: 손다정(서울여대)

12:00 ~ 13:30 (90분) 점심 식사
기획 발표: 1910년대 한국어 연구 (국제관 101호)
13:30~14:00

▪ 발표: 이준환(전남대)

14:00~14:30

(2) 1910년대의 품사 연구

14:30~15:00
(30분)
15:00~15:30
(30분)

▪ 좌장: 최경봉(원광대)

(1) 1910년대의 표기, 음운 연구

(30분)

(30분)

▪ 사회: 오재혁(건국대)

▪ 발표: 최형용(이화여대)
(3) 1910년대의 문장론
▪ 발표: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4) 1910년대의 국어문법의 의미 연구: 품사별 의미적 하위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 발표: 남경완(창원대)
15:30~ 16:00 (30분) 휴식

16:00~17:40

종합토론

(100분)

▪ 토론: 차재은(경기대), 황화상(서강대), 김현주(공주교대), 서형국(전북대)

17:40~18:00
(20분)
18:00

신진 연구자상 시상식
연구 윤리 교육 및 폐회
▪ 폐회사: 송향근(한국어학회 회장)

▪ 사회: 장경준(고려대)

#[별첨2] 학술대회장 오시는 길

⦁ 지하철: 분당선 죽전역(단국대) 하차 기준
1) 셔틀버스: 3번 출구 좌회전 후 길 건너편 탑승
단국대 평화의 광장에서 하차 → 도보 5분
2) 24번 버스: 1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 탑승
단국대 평화의 광장에서 하차 → 도보 5분

⦁버스: 단국대 치과병원 하차 기준
1) 도보 이동(약 7분 소요)
2) 셔틀버스 혹은 24번 버스 환승 → 단국대 평화의 광장에서 하차 → 도보 5분

⦁ 셔틀버스 시간표

⦁ 자가용

주차 안내: 국제관 지하 주차장 이용(주차권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