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8차 춘계 전국학술대회

뉴미디어 시대의 한국언어문화교육
시간

내용

09:30-09:50

등록
개회식

장소: 연세대학교 위당관 B09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의 회고와 전망: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

09:50-10:30

( 회장 : 김영순, 고문: 김중순, 허용, 박동호, 강현화, 김선정)

사회: 윤영(호남대)

<제1부> 주제 특강1
10:40-11:20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가상현실과 상황에 의한 학습

사회: 원미진(연세대)
발표: 류지헌(전남대)

휴식

11:20-11:30

<제2부>

주제 특강2

11:30-12:10

온라인을 통한 한국언어문화교육의 현황과 전망

12:10-13:30

점심 식사

사회: 김호정(서울대)
발표: 진정란(사이버외국어대)

<제3부> 분과별 발표
Session 1 (외솔관 110)

Session 2 (외솔관 01)

Session 3 (외솔관 02)

주제: 뉴미디어와 한국문화교육

주제: 한국어교육에서의 뉴미디어 활용

주제: 다문화사회와 언어문화교육

사회: 최지영(중원대)

사회: 조수진(서강대)

사회: 박지순(연세대)

한국어교육에서의 뉴미디어 활용 방안 -게임화 이론

가정해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자녀 언어 교육 경험

을 중심으로-

연구

13:30-14:00

K-MOOC를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법론 연구

발표

김기국(경희대)

유준(연세대), 윤나영(연세대), 정지훈(연세대)

김영순(인하대), 이춘양(인하대)

토론

오지혜(세명대)

이은경(세종사이버대)

김성수(계명대)

디지털 환경과 대중 매체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미

대역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 융합치료

방안 연구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14:00-14:30

스터 션샤인>에 표상된 가치 문화를 중심으로-

발표

김해옥(연세대)

강현주(호남대)

오영섭(인하대)

토론

신유진(부산외대)

김정훈(한양대)

강현자(계명대)

14:30-15:00

뉴미디어 시대의 한국 전통문화 교육 연구

한국어학습자의 스마트 학습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언어 정체성 분석
연구

발표

김혜진(성균관대)

김은혜(연세대)

송믿음(한국외국어대)

토론

김정은(한국학중앙연구원)

이향(조지메이슨대)

심상민(경인교대)

휴식

15:00-15:10

15:10-15:40

Session 6(외솔관 02)

주제: 한국어교수학습 방법

주제: 한국어 교재 분석

주제: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구

사회: 한송화(연세대)

사회: 박성태(계명대)

사회: 이경(호남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글쓰기 방안에 대한

한국어교재의 ‘문법’ 과목에 대한 텍스트기호학적 분
석

권화숙(세명대)

백승주(전남대)

KIMURA NAOKO(경희대) · 박동호(경희대)

최윤곤(서원대)

이금희(성균관대)

민경모(계명대)

토론

일본어 ‘こと’/ ‘の’ 절과 한국어 ‘것’ 절의 대조 연구

상황의 격식성의 정도를 고려한 한국어 담화 표지 형 학습자 중심성으로 본 웹기반 한국어 교재 분석-누리-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분석

발표
토론

16:10-16:40

Session 5(외솔관01)

연구-4S 쓰기 모형을 활용한 글쓰기 교수 학습 방안-

발표

15:40-16:10

Session 4(외솔관 110)

태와 운율 교육 방안 연구

세종학당, 코세라(Cousera)를 중심으로

연구

도선희(경찰대), 권성미(부경대)

김미선(연세대)

SAW SHIN NGWE(서울대)

진대연(호원대)

이윤진(안양대)

윤은경(대구사이버대)
중등 KSL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학습 한국어 교육

외국인 유학생의 요약하기 전략 지도가 텍스트 이해 카자흐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피동 표현 사용 양상 연

의 방향-문식력 향상을 중심으로 -

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구

발표

김사림(한국외국어대)

신필여 (서울대)

잔비르바예바 아이게림(계명대)

토론

이병규(서울교대)

오경숙(서강대)

16:40~17:00
17:00

연구윤리교육: 우창현(연구윤리위원장, 대구대)

박민신(서울대)

장소:

외솔관 110

사회: 홍종명(한국외대)

폐회식

장소:

폐회사: 김영순(회장, 인하대)

사회: 윤영(호남대)

외솔관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