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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당 창립 59주년

제14회 한국어교육 학술대회

한국어 교실 연구의
새로운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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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학습자 그리고 상호작용
일시 2018년


5월 12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장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대강당
주최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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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매년 주최하는 한국어교육 학술대회에 그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기관에서는
외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국어 교실 연구의 새로운 지평 – 교사, 학습자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제14회 한국어교육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공유하고 나아가 현장 기반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장

유 현 경

제14회 한국어교육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이 동 귀

프로그램
순서

내용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식
10:30~11:20
주제 발표 1

장 소 : 121호(대강당)

사회 : 정희정(연세대)

개회사 : 유현경 언어연구교육원장
축 사 :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사회 : 장경준(고려대)

		

21세기의 한국어 교실과 교사

		

토론 : 강승혜(연세대)
사회 : 홍윤기(경희대)

		

한국어 교실에서의 학습자 연구

		

발표 : 원미진(연세대)

		

토론 : 김현정(서강대)

점심

12:30~14:00
14:00~15:00
공동 토론

발표 : 김영주(경희대)

휴식

11:20~11:40
11:40~12:30
주제 발표 2

		

좌장 : 김현진(이화여대)

		

한국어 교실 상호작용의 문제와
발전 방향

패널 :이정란(한국학중앙연구원)·

정여훈(연세대)·홍윤혜(홍익대)
휴식

15:00~15:20
분과1 워크숍

사회 : 김제열(연세대)
장소 : 121호(대강당)

분과2 개인 발표
사회 : 이은경(세종사이버대)

장소 : 105호(중강당)

한국어 학습자의 리터러시와
새 연세한국어 초급 교재 활용 방안 말하기 교육

<주 제>
15:20~15:50

15:50~16:20

1. 새
 연세한국어 어휘ㆍ문법 교재 및
지침서 활용의 실제
발표 : 오지연(연세대)

손연정(연세대)
장소 : 121호(대강당)

2. 새
 연세한국어
표현 교재 활용의 실제
발표 : 소지영(연세대)

16:20~16:50

16:50~17:20
17:30
폐회식

장소 : 102호(소강당)

3. 새
 연세한국어
이해 교재 활용의 실제
	발표 : 박영희(연세대)
장소 : 610호

발표 : 김현주(한양대)

초급 외국인 학습자와
계승어 학습자의 상호작용 비교 연구
발표 : 이복자(연세대)

분과 2 박사학위논문 발표
		
사회 : 한상미(연세대)
		
장소 : 105호(중강당)

한국어 학습자의
교실 내 의사소통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중심으로발표 : 윤연진(경희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어 사용 경험에서
나타나는 사회화용적 문제 연구
발표 : 김태연(연세대)

폐회사 : 이동귀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부원장)

제14회 한국어교육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동귀
위원 강현화, 강승혜, 한송화, 정희정, 한상미

오시는 길
동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대강당(121호)

관
새천년

언어연구
교육원

본관

지하철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에서
G 7024 승차 → 이대부중 하차

상남경영관
버
스
정
류
장

버스

연세대 정문 하차, 이대 후문 하차

B 171, 272, 470, 601, 606, 672, 673, 700, 707, 710, 750A, 750B
G 6714, 7017, 7713, 7720, 7737

백주년기념관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교사연수소 http://ysitkli.yonsei.ac.kr

이대 후문

학생회관

정문

한국어학당 http://www.yskli.com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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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공관

신촌역

동문회관
이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