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5차 국제학술대회

신남방 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방법 탐색

■ 일자: 2020년 2월 13일(목) - 14일(금)
■ 장소: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 주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공동주관: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후원: 한국연구재단

제15차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신남방 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방법 탐색
■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14일(금)
■ 장소 :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시 간

2월 13(목)

09:30-10:00 등 록

10:00-10:20

<개회식>
개회사: 김영순(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장)
환영사: 레 흐우 프억(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 부총장)
[주제 특강 1 ]

10:20-10:50

장소: D201

동남아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미래-베트남을 중심으로고지형(호치민시한국교육원장)
[주제 특강 2 ]

10:50-11:20

신남방 정책 핵심국 베트남의 한국학 연구·교육 현황과 전망
푸옹 마이(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 한국어학과장)

13:30-13:50

13:50-14:10

14:10-14:30

14:30-14:50

사회: 홍종명(한국외대)
장소: D201

한국어와 아세안소속 국가의 언어 대조를 통한 한국어교육 방안
김선정(계명대)

11:50-13:30

사회: 원미진(연세대)
장소: D201

[주제 특강 3 ]
11:20-11:50

사회: 윤영(호남대)

사회: 김호정(서울대)

점심 시간
[분과 1]
장소: D201

[분과 2]
장소: D202

[특별 분과] ‘글로벌 리터러시’
장소: D509

사회: 김유미(경희대)

사회: 김강희(부산외대)

사회: 김성수(계명대)

한국어 시간부사 ‘벌써’와
‘이미’의 교육내용 구축 연구

한국과 베트남 신체어 속담.
관용구에서 나타난 환유적 개념화
비교 연구- 축소지칭 양상을
중심으로

박동호(한국, 경희대)

부이티미린(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

한중 명사 하위 범주의 유형론적
대조

한국어 교재의 거시 구조와 언어
정보 - 세종학당 발간 교재를
중심으로 -

서흔여(중국, 화동이공대)

김정남(한국, 경희대)

한국어 교재의 문형 표기 개선
방안

병렬말뭉치에서 부사격 조사
(으)로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함계임(한국, 한국외대)

이문화(중국, 화중사범대)

한국어와 중국어 감탄사 대조
연구

이주 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손맹비(중국, 상해외대)

박명수(한국, 동국대)

14:50-15:10

다문화리터러시의 내용과 개념
김영순(한국, 인하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법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윤영(한국, 호남대)

한국어 교재를 통한 상호문화교육
방안 연구
김양진(한국, 호남대)

휴식
[분과 3]
장소: D201

[분과 4]
장소: D202

[분과 5]
장소: D509

사회: 박동호(경희대)

사회: 민경모(계명대)

사회: 권화숙(세명대)

한정성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15:10-15:30
서중운(중국, 상해외대)

베트남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K-POP의 랩에서 문학성은 어떻게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 사이공
구현되는가?
국제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쩐프엉안(베트남,

김기국(한국, 경희대)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

15:30-15:50

15:50-16:10

부정 의미 ‘말다’ 반복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취업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모의 면접 수업의 설계 및 사례
연구

액션 러닝을 활용한 수업 사례
연구

임진숙(한국, 부산외대)

김강희(한국, 부산외대)

김성수(한국, 계명대)

K-mooc 콘텐츠를 이용한 내용
중심 교육 연구

미디어를 활용한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방안

재한 동남아시아 유학생의 한국어
및 문화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서향(한국, 경희대)

박미숙(한국, 인하대)
융티탄 프엉(베트남, 인하대)

최승은(한국, 인하대)

16:10-16:30

16:30-16:50

16:50-17:10

휴식
[분과 6]
장소: D201

[분과 7]
장소: D202

[분과 8]
장소: D509

사회: 김정남(경희대)

사회: 함계임(한국외대)

사회: 박미숙(인하대)

비원어민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연구

한베 병렬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쓰기 교육 내용 연구

최은경(한국, 동국대)

민경모(한국, 계명대)

판호앙미트엉(베트남, 이화여대)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베트남
중등 한국어 교사의 교수 경험
이해

영상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김지혜(한국, 강원대)
김호정(한국, 서울대)

김유미(한국, 경희대)

권화숙(한국, 세명대)

17:10-17:40

종합토론

장소: D201

사회: 김호정(서울대)

17:40-18:00

총회

장소: D201

사회: 윤영(호남대)

시 간

2월 14일(금)

09:30-10:00

등록

장소: 호치민시한국교육원

10:00-11:00

[주제 토론]
‘신남방 지역 한국어교육의 방법’

좌장: 홍종명(한국외대)

11:00-11:20

<폐회식>
김영순(회장, 인하대)

사회: 윤영(호남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