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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79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1. 제79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열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위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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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0일(목) ~ 8월 27일(목)

(2) 주

제: 학범 박승빈

(3) 참석 방법
① 개·폐회식, 기획발표, 박승빈국어학상 시상식: 온라인 생중계(20일 13:00~18:20)
② 일반발표: 한국어학회 홈페이지 게시
· http://koling.org/ > 학술대회 > 제79차 한국어학회 학술대회
URL: http://koling.org/modules/bbs/index.php?code=2020_79&___M_ID=131
(4) 일

정: [별첨1] 참조

#[별첨1] 제79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한 국 어 학 회 장

#[별첨1] 제79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 일

시: 2020년 8월 20일(목) ~ 8월 27일(목)

• 장

소: 고려대학교 202호 (기획주제 발표/토론/사회자 및 학회 관계자 이외 출입이 제한됨)

• 주

제: 학범 박승빈

• 참석 방법: ① 개·폐회식, 기획발표, 박승빈국어학상 시상식: 온라인 생중계(20일 13:00~18:20)
② 일반발표: 홈페이지 게시

▣ 제79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프로그램 ▣
(1) 개·폐회식, 기획발표, 학범 박승빈 학술상 시상식(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관 202호)
8월 20일(목) 13:00~18:20 온라인 생중계, 이후 홈페이지 게시

온라인 생중계(8월 20일, 13:00~18:20)
13:00~13:10

13:10~13:30
13:40~14:10
(30분)

개회

▪ 사회: 정명숙(부산외대)

회장 인사

▪ 송향근(한국어학회장)
학범 박승빈 학술상 시상식
▪ 사회: 정주리(동서울대)
기획 특강 – 학술상 수상자 특강
기획 발표: 학범 박승빈

14:20~14:50
(30분)
14:55~15:25
(30분)
15:30~16:00
(30분)
16:05~16:35
(30분)

(1) 학범 박승빈의 생애와 국어연구
▪ 발표: 시정곤(KAIST)
(2) 학범 박승빈의 국어학사적 위상
▪ 발표: 최경봉(원광대)
(3) 학범 박승빈의 언어생활개혁운동
▪ 발표: 신지영(고려대)
(4) 학범 박승빈의 “언문일치 일본국육법전서”에 대하여
▪ 발표: 장경준(고려대)

16:50~17:50

종합토론

(60분)

▪이상혁(한성대), 조태린(연세대), 오미정(숭실대)

18:00~18:20

▪ 사회: 이영제(고려대)

총회 및 폐회
폐회사: 송향근(한국어학회 회장)

▪ 좌장: 최호철(고려대)

▪ 사회: 정명숙(부산외대)

(2) 일반발표: 홈페이지 게시
홈페이지 업로드
제1분과
(1) 일제강점기 학생 잡지 <어린이>의 국어교육 내용 연구
▪ 발표: 김미미(한글박물관)
▪ 토론: 정수현(건국대)
(2) 박승빈(1937)의 품사 체계와 형성 요인에 대한 고찰
▪ 발표: QIZHAOXIAN(연세대)
▪ 토론: 김주상(서울대)
(3) 『東國正韻』 한자음과 중국어 역사음과의 대응 고찰
▪ 발표: 안영희(운남민족대)
▪ 토론: 허인영(고려대)
(4) ≪月印釋譜≫ 玉冊과 ≪訓民正音≫ 언해본(구 박승빈본)의 관계 재론
▪ 발표: 정우영(동국대)
▪ 토론: 김양진(경희대)
제2분과
(1) 한중 온감 형용사 ‘뜨겁다’와 ‘热’의 의미와 용법 대조 연구
▪ 발표: 문영희(상해외국어대)
▪ 토론: 김산(고려대)
(2) 조선일보와 노동신문의 어휘 의미 비교 연구
▪ 발표: 정유남, 송상헌, 왕규현(고려대)
▪ 토론: 김혜영(LG전자)
(3) 근대어 ‘낭만(浪漫)’의 성립
▪ 발표: 도재학(경기대)
▪ 토론: 이동석(교원대)
제3분과
(1) 天下와 國家의 의미 고찰
▪ 발표: 티엔 위(전남대)
▪ 토론: 서형국(전북대)
(2) 한국어 ‘따르다’류와 중국어 ‘跟’류의 문법화 양상
▪ 발표: 곽녕(연세대)
▪ 토론: 홍연옥(세종대)
(3) 한국어 가정법 술어 연구: 코퍼스를 중심으로
▪ 발표: 강아름, 송상헌(고려대)
▪ 토론: 정연주(홍익대)
제4분과
(1) 한국어 유음 종성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의 음운 전략 연구
▪ 발표: 권민지(한국외대)
▪ 토론: 정환민(고려대)
(2) 난민 신청자 대상의 언어 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 연구
▪ 발표: 이주희(연세대)
▪ 토론: 강남욱(경인교대)
(3) 카카오톡의 어포던스(affordance)에 따른 의사소통의 변화 양상 고찰
▪ 발표: 심주희(연세대)
▪ 토론: 송인성(상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