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한국문법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 일시: 2019년 2월 23일(토) 09:0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2동 401호, 407호, 408호
● 주제: 장르 중심 문법교육의 설계와 실천
● 주최: 한국문법교육학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후원: 도서 출판 집문당
● 참가비: 15,000원

등록(09:00~09:30)
<제1분과> 12동 401호
사회: 김호정(서울대)

<제2분과> 12동 407호

<제3분과> 12동 408호

사회: 김한샘(연세대)

신문 사설에 나타난 설득적 문법
표현 항목의 유형 및 사용 양상 연

사회: 오현아(강원대)

러시아어 학습자를 위한 2인칭 대 모어 화자의 국어 어휘 표현 전략

명사의 문제점 제고- 대조언어학 관 연구
09:30~ 구- 한국어 고급 쓰기 활동에 있어
점을 중심으로
발표: 차경미(서울대), 이기연(국립국
10:00 서의 교육적 함의 도출을 위하여
발표: 김빅토리아(경희대)
어원)
발표: 김현지(한국외대)
토론: 최지영(중원대)
토론: 신희성(고려대)
토론: 박선옥(한성대)
제
수업 담화에서 어휘 기반의 학습자
중국어권 학습자 주격 조사 ‘이/가’의 오
1
표현 중심 단어 형성 교육 연구를 사고 양상 분석- 프로젝트형 탐구
부
류 연구- 주격 조사 ‘이/가’와 목적격 조
위한 시론
수업의 사고 도구어 분석을 중심으
10:00~
사 ‘을/를’의 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발표: 박혜진(서울대)
로
개인발표 10:30
발표: 장경희(연세대)
토론: 김규훈(대구대)
발표: 김시정(한양대)
토론: 유해준(남부대)
토론: 박진희(서울대)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내용 기술 학교급 및 계열별 학습자의 언어 사 철자 검사 도구로서의 받아쓰기 특
10:30~ 방안- ‘-으면/-면’과 ‘-거든’을 중심으로 용 특성 연구
11:00 발표: 이지용(중앙대)
발표: 소지영(서울대)
토론: 권화숙(세명대)

기조
발표

11:10
~
11:20
11:20
~
12:10

제2부

13:30
~
14:20
14:20
~
15:10

개회

토론: 최은정(이화여대)
휴식(11:00~11:10)

개회사 / 강현화(한국문법교육학회 회장, 연세대)

성 고찰
발표: 박종관(서울대)
토론: 유혜령(연세대)
12동 401호

환영사 / 민현식(한국문법교육학회 고문, 서울대)
<기조 발표> 우리 문학 작품의 유형론 시론

사회: 구본관
(서울대)

발표: 고영근(서울대 명예교수)
점심시간(12:10∼13:30)
<주제 발표1> 내용과 방법으로서의 장르 문법
발표: 제민경(춘천교대), 토론: 박종훈(부산교대)
<주제 발표2> 한국어 표현·이해 맥락과 장르 중심 문법 교육
발표: 조형일(인천대), 토론: 심상민(경인교대)

12동 401호

휴식(15:10~15:30)
<주제
발표3>
대학
교육에서의
장르 중심 문법 교육- 전공글쓰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회: 이관희
15:30
주제
(서울교대)
~ 문법에 대하여
발표
16:20
발표: 김남미(홍익대), 토론: 이윤빈(고려대)
16:20 <주제 발표4> 과학 글의 장르와 레지스터 연구 사례 및 과학 장르의 사회적 실천
~
발표: 맹승호(서울교대), 토론: 주세형(서강대)
17:10
휴식(17:10~17:20)
17:20
좌장: 김은성
종합토론
~
종합 토론
(이화여대)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