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34차 전국학술대회 참석자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에서 제34차 전국학술대회가 ‘디지털혁신시대의 한국언어문화교육 : 한국어 교육 자료와 교재’라는 주제로 5월 28일(토)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구체적인 학술대회 일정과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 2022년 5월 28일(토): Zoom 회의실
10:30-11:00 개회식
11:00-12:40 주제 특강(제1부, 제2부 각 50분)
13:30-16:40 분과별 발표 및 토론
16:40-17:00 연구 윤리 교육 및 폐회식
(자세한 일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온라인 학술대회 참가 방법
∙ 방법 1: 아래의 줌 회의 링크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방법 2: 아래의 줌 회의 정보를 줌 홈페이지에서 입력하시면 연결됩니다.
분과
개회식/주제 특강/폐회식

줌 주소
회의 링크: https://us02web.zoom.us/j/5265071218?pwd=dkI2Tk8yWkkyMFMxK3ZJcFl4UlBJUT09
회의 ID: 526 507 1218
암호: 0000
회의 링크: https://zoom.us/j/4039390269?pwd=eHp6dlNSZGVPRS83QW1aOFFXUTZOdz09

1/4분과

회의 ID: 403 939 0269
암호: kle5579
회의 링크: https://us02web.zoom.us/j/5265071218?pwd=dkI2Tk8yWkkyMFMxK3ZJcFl4UlBJUT09

2/5분과

회의 ID: 526 507 1218
암호: 0000
회의 링크: https://us02web.zoom.us/j/4310959585?pwd=eGJDRWg2Uk1KWVBDekV1dFlkeTNIQT09

3/6분과

회의 ID: 431 095 9585
암호: aLa8pu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등 록

10:20-10:30
10:30-10:40
10:40-10:50

10:50-11:00

<개회식>
개회사 우창현(회장, 대구대)
축사
장소원(국립국어원 원장)
김영곤(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이해영(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임영담(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

사회: 이희정(대구대)

주제 특강 1
11:00-11:50

언어 교재의 혁명과 진화 : 영어 교재를 중심으로

사회: 민경모(계명대)
강연: 김해동(한국외대)

주제 특강 2
사회: 김호정(서울대)
강연: 김선정(계명대)

사용자 중심 교재 개발의 방향

11:50-12:40

휴식

12:40-13:30

분과별 발표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한국어 교재 일반

매체 기반 한국어 교육자료

디지털 기술 기반 한국어 교육

사회: 박지순(연세대)

사회: 이금희(성균관대)

사회: 박현진(전주대)

해방 전 한국어 학습서의 변화 양상에 대한 고찰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유튜브(Youtube)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 Seoul Hi 채널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수에서의 가상현실 콘텐츠 적용의 실제
-미국 대학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표: 최정도(계명대)
토론: 오대환(메이조대)

발표: 껀나파 분피숫신(태국 탐마삿대)
토론: 김민경(고려대)

발표: 황지유(Vanderbilt University)
정지영(Vanderbilt University)
정지훈(연세대)
장석배(Vanderbilt University)
토론: 이주미(아주대)

세종학당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쓰기 교재 개발 연구

문화 간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드라마 텍스트 활용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연구 동향과 과제

13:30-14:00

14:00-14:30

발표: 김명권(선문대), 최권진(인하대), 진대연(선문대)
토론: 이윤진(안양대)

발표: 정한영, 오지혜(세명대)
토론: 김혜진(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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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심현주(러시아 이르쿠츠크국립대)
토론: 권성미(부경대)

한국어와 사회교과 통합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방안

웹툰과 영화 통합 한국 문화 교육
- <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화콘텐츠 분야 어휘 교육
연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발표: 정재영(계명대)
토론: 박기선(사이버한국외대)

발표: 손지혜(연세대)
토론: 이산하(국제사이버대)

발표: 윤종원, 김재원(연세대)
토론: 정대현(협성대)

14:30-15:00

휴 식

15:00-15:10
Session 4

Session 5

Session 6

한국어 교육 일반

텍스트 기반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사회: 윤은경(대구사이버대)

사회: 최지영(중원대)

사회: 권화숙(세명대)

번역을 통한 한국어 교육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데이터 설명문 교육을 위한 이론적 접근

발표: 염선화(한국외대)
토론: 박민신(부산외대)

발표: 이지연(서울대)
토론: 구민지(가톨릭대)

발표: 문희진, 김영순(인하대)
토론: 이춘양(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학문 목적 학습자의 논설문 쓰기 양상 연구

문학사회학적 읽기-쓰기 통합적 활동을 활용한
다문화 교수·학습 방안 탐색

발표: 이가연(대구대)
토론: 민정호(동국대)

발표: 장현정(인하대)
토론: 오광근(성균관대)

15:10-15:40

베트남인 학습자의 교수학습 방식 기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사용 양상 연구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15:40-16:10

발표: 레 티 하잉(서울대)
토론: 김민영(한국외대)

한국어 교재에서 숙달도별 쓰기 장르 교육 현황 분석
16:10-16:40

발표: 이염(성균관대)
토론: 조인옥(연세대)

총
16:40-17:00

회

<폐회식>
연구 윤리 교육 김용경(경동대, 연구윤리위원장)

사회: 원미진(연세대)

폐회사 우창현(회장, 대구대)

▶ 학술대회 자료집

▶ 학술대회 관련 문의

∙ 학술대회 자료집(발표문, 토론문 등)은 학술대회 후에 받아 보실 수

∙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메일: klaces@naver.com

있습니다.

∙ 담당자: 총무이사 이희정, 총무간사 김찬미, 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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