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차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가을 학술대회 <<
융합과 혁신의 시대,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미래

■ 일시: 11월 28일(토) 10시 ~ 12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
<개회사 및 주제 특강>은 11월 28일 10시~12시까지 오프라인으로 개최 후 동영상 탑재 예정
■ 진행 방식: Google Drive를 활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 주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주관: 인하대학교 BK21 FOUR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후원: 한글파크, 한국연구재단, 세종학당재단
시간

개회사 및 주제특강 (오프라인으로 진행)
<개회식>

10:00~10:20

개회사: 김영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축 사: 강현화(세종학당재단 이사장)
환영사: 김호정(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소장)

사회: 윤영(호남대)

주제 특강 1
10:20~11:10

‘인공지능과 외국어교육’
강연: 김선희(서울대)

사회: 원미진(연세대)

주제 특강 2
11:10~12:00

‘대학융합교육의 방향과 교수학습 전략’
강연: 이영희(단국대)

사회: 홍종명(한국외대)

분과별 발표 (온라인으로 진행)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융합과 혁신 시대의

융합과 혁신 시대의

융합과 혁신 시대의

한국 언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언어 연구 방법

비대면 시대의

통일교육 강사의

협업

온택트(On-tact) 한국어 교육

과정에 나타난 경험의

실습 방안

본질과 상호문화성의 의미

발표:

이은경, 박수연,

윤경원(세종사이버대)
토론: 이윤진(안양대)

발표: 김태훈(인하대)
토론: 김지혜(극동대)

주기적 반복법을 활용한

아시아 트릭스터담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학습 시스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설계 및 구현

공감교육

발표: 이효정(국민대)

발표: 오정미(인하대)

토론: 조수진(서강대)

토론: 신윤경(가천대)

Session 4

[기획발표]
세종 문화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발

국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 세종문화아카데미 표준 교육
구축 현황과 과제

과정 설계 연구

발표: 이윤미,
조은(국립국어원)

발표: 김영순, 최승은(인하대)

토론: 김유미(경희대)
학습자 말뭉치 기반의
문법적 연어 구성
발표: 김일환,
최지선(성신여대)
토론: 이선영(고려사이버대)

세종문화아카데미
기본교육과정 개발 방안1
-전통 연희, 한식발표: 윤영(호남대),
신유진(부산외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세종문화아카데미

활용한 학습자 언어 연구

기본교육과정 개발 방안2

방법 제안

-K-POP, 한복-

발표: 이춘양(인하대)

발표: 김선영(연세대)

발표: 오지혜(세명대),

토론: 권화숙(세명대)

토론: 남신혜(홍익대)

권미경(국민대)

동료평가를 활용한 온라인

한 부모 이주여성의 삶과

번역 평가모델의 개발 연구

경험 속 성장 사례 연구

발표: LIU
QUNQUN(한국외국어대)
토론: 이향(조지메이슨대)
Session 5

Session 6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학습자와

언어 습득

언어 사용

한국어 학습자 오류 사전 개발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부사

Session 7

한국어 교육 일반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 초등학교

사용 양상 연구

학생의

-정도 부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 방안 연구

발표: 강현화, 홍혜란, 유소영(연세대)

발표: 박은현, 한송화(연세대)

발표: 안경아(인하대)

토론: 신필여(서울대)

토론: 홍은실(성균관대)

토론: 오경숙(서강대)

기초 연구

화용론 관점에서 본 베트남어권

한국어 비원어민 교사의 국내 교수에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거절 화행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와 비원어민

관한 연구

(예비)한국어 교사의 인식 분석

발표: 안경화(서울대)

발표: 융티탄프엉(인하대)

발표: 이미선(인하대)

토론: 김인규(서울대)

토론: 김태나(서강대)

토론: 정혜선(국립국어원)

딥러닝 언어모델의 원어민성 판단

터키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변이

말뭉치에 기반한 사용역 관점의

결과 분석 연구

인식 연구

주격조사 교육 내용 연구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
양상

발표: 김한샘, 이진, 정진경(연세대)
토론: 황은하(배재대)

발표: 김풀잎(서울대), Dursun
ESSIZ(Erciyes University)
토론: 박지순(연세대)

발표: 김혜진(서울대)
토론: 박진철(세종사이버대)

연구 윤리 교육: 우창현(연구윤리위원장, 대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