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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연세대학교 백양관 대강당)

등 록

09:20 - 09:40
09:40 - 10:00

개회식
개회사
축 사

사회: 임채훈(숭실대)
이정희(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경희대)
유현경(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원장)

<제1부> 주제 강연
10:10 - 11:10

주제 강연 1

한국어 처리시스템과 한국어 어휘 교육의 연구 방향
옥철영(울산대)
휴 식

11:10 - 11:20
11:20 - 12:20

사회: 정희정(연세대)

주제 강연 2

사회 변동에 따른 어휘 변화: 국립국어원 신어 사업을 중심으로
최혜원(국립국어원)

사회: 김은애(서울대)

점심 식사

12:20 - 14:00

<제2부> 분과별 발표

14:00 - 14:30

제1분과: 어휘 교수 학습 방법
(백양관 대강당)

제2분과: 교육 자료에서의 어휘
(백양관 108호)

제3분과: 특수 목적의 어휘 교육
(백양관 208호)

사회: 박기영(서울시립대)

사회: 김정훈(한양대)

사회: 곽지영(연세대)

<기획 발표>
한국어 어휘 교수법

14:30 - 15:00

<기획 발표>
한국어 교재의 어휘 연구

<기획 발표>
특수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

발표: 이현희(안양대)

발표: 이유경(경기대)

발표: 신명선(인하대)

PWIM 활용 한국어 교육

경력별 남자 한국어 교사의
어휘 수업 관찰 연구

고등학교 한국어(KSL) 학습자를 위한
사고도구어 선정 연구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발표: 정연숙(동서대)
토론: 김지혜(부산외대)

발표: 김주은(연세대)
토론: 김성숙(연세대)

발표: 김사림(한국외대)
토론: 박진욱(대구가톨릭대)

‘Quizlet’을 활용한 학문 목적 학습자의
어휘 학습 방법 연구

Social meanings of vowel variation
in Seoul Korean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구문에 관한 연구

발표: 민진영(연세대), 최유하(건국대)
토론: 이정란(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이소영(한국외대)
토론: 강현주(부산외대)

발표: 박수연(서울시립대)
토론: 이승연(서울시립대)

제4분과: 한국어 교육 일반
(백양관 대강당)

제5분과: 한국어 교육 일반
(백양관 108호)

제6분과: 박사 학위 논문 발표
(백양관 208호)

사회: 홍종명(한국외대)

사회: 최문석(경희대)

사회: 최은지(원광디지털대)

문체 분석과 언어 교육
-자기소개서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인 대상의 한국한자음 교육방식
-초성 ‘ㅂ, ㅍ’를 기준으로-

대학 수학 목적 학습자를 위한 지식 기반
한국어 교육 연구 -이른바 '범용 학술어휘'의
선정과 교육을 중심으로-

발표: 김일환(성신여대), 이도길(고려대)
토론: 김지영(고려대)

발표: 한경호(성균관대)
토론: 장미정(고려대)

외국인 유학생의 조 발표 평가를 위한
구인 개발

중국 중학교 학생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항목 선정 연구 -천진(天津) 중학생의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15:00 - 15:30

휴 식

15:30 - 15:50

15:50 - 16:20

16:20-16:50
발표: 심지연(고려대), 김지애(서울사이버대)
토론: 이민경(이화여대)

발표: 이철영(인하대)
토론: 윤 영(호남대)

발표: 황성은(배재대)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토론 평가
연구 -교육 토론(Academic Debate)을
중심으로발표: 여미란(동국대)

폐회식
(백양관 대강당)

17:00-17:10

사회: 임채훈(숭실대)
폐회사

이정희(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경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