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인지언어학회 2018년 가을 학술대회>
“인지언어학과 언어교육”

-일시: 2018년 11월 10일(토) 09:10~17:30
-장소: 한국외대 교수회관 강연실 및 세미나실
일 시

발표 및 내용

9:10~9:40
9:40~10:00

등

비 고

록

개회식 및 학회장 인사
개회사 | 정소우(담화인지언어학회 회장, 성신여대)

사회: 안미경(한국외대)

제1부
10:00~10:50

기조 강연 1: 박정운(한국외대)
주제: 인지언어학, 생성문법, 그리고 국어학

10:50~11:00
분과 발표

11:00~11:30
제2부

11:30~12:00

휴

Session 2 <담화분석>
사회: 안규동(한국외대)

The Effectiveness of Model as a Written
Feedback Method in Two Different Writing Tasks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담화에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
및 담화표지 사용 양상 분석
- 중 · 고급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

발표: 이성용(BNU-HKBU United International College),
최호성(한국외대)
토론: 조기석(사이버외대)

발표: 강수진, 최레아, 김민선(이화여대)
토론: 예선희(중앙대)

상 보조용언 ‘-고 있-’과 ‘-어 있-’ 의 교수·학습 방
안 연구
- 도입·제시·설명을 중심으로 -

Internet memes of different viewpoints:
A cognitive semantic study of debate between
bodybuilders and crossfitters

발표: 김효신(한국외대)
토론: 최정진(세종대)

발표: 진우용, 김은송, 노정휘, 김하영, 권익수(한국외대)
토론: 나익주(전남대)
점
심
[12:50~13:20] 담화인지언어학회 전체이사회

Session 3 <화용론I>
사회: 지인영(한국체대)

Session 4 <인지언어학>
사회: 윤성규(선문대)

영어어휘 형태소의 의미확장

A game that cannot be won: Viewpoint
phenomena and cognitive mechanisms in the
mobile game <Liyla and the Shadows of War>

발표: 백미현(충남대)
토론: 김일규(강원대)

발표: 김은송, 진우용, 노정휘, 김하영, 권익수(한국외대)
토론: 윤소연(인천대)

한자말과 순우리말 쌍들에 대한 화용론적인 분석과
그 철학적 함의

중국어 자동번역 오류 귀납

발표: 강철(서울시립대)
토론: 이현희(안양대)

발표: 김윤정(창원대)
토론: 송현선(제주대)

동아일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시적 트렌드 분석

Multimodality and cognitive mechanisms:
A case study of UK political posters

발표: 김일환(성신여대), 이도길(고려대)
토론: 김석훈(서강대)

발표: 노정휘, 김은송, 진우용, 김하영, 권익수(한국외대)
토론: 윤주형(한국외대)

13:20~13:50

제3부

식

Session 1 <언어교육>
사회: 김영주(경희대)

12:00~13:20

분과 발표

사회: 안미경(한국외대)

13:50~14:20

14:20~14:50

14:50~15:00

휴

식

분과 발표

Session 5 <화용론II>
사회: 이혜경(아주대)

질병 담화에 나타난 비유 표현 연구

The Discourse Function of Complex Conjunctive
Advervials on the Right Periphery:
A case of afterall

발표: 송현주(계명대)
토론: 김억조(동국대)

발표: 이혜원(한국외대)
토론: 이현숙(장안대)

의사소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은유와 아이러니의 공
조, 그리고 적합성

Embodied cognition: Grammaticalization of auditory
perception

발표: 김대영(전주대)
토론: 김아림(중앙대)

발표: 엄수진(한국외대)
토론: 안규동(한국외대)

15:00~15:30
제4부

Session 6 <문법화>
사회: 백정혜(삼육대)

15:30~16:00

16:00~16:20
16:20~17:10

<담화와인지> 연구윤리강령 안내
기조 강연 2: 임규홍(경상대)
주제: 기능문법의 도상성과 언어교육

사회: 안미경(한국외대)

제5부
17:10~17:30

폐회식
폐회사 | 정소우(담화인지언어학회 회장, 성신여대)

사회: 안미경(한국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