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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69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1. 제69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열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학회 기관지 ｢한국어학｣은 1년에 4회 발간됩니다.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3. 학회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각각 3만원, 50만원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5년 11월 21일(토) 09:30 ~ 17:50
· 장소: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309·311호
(2) 발표 일정: [별첨1] 참조
(3) 학술대회장(서울 숭실대학교) 오시는 길: [별첨2] 참조
(4) 등록비: 15,000원
(5) 주

차: 주차권 구입 (4시간 2천원 / 8시간 3천원)

#[별첨1] 제69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별첨2] 학술대회장 오시는 길.

끝.

한 국 어 학 회 장

#[별첨1] 제69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 일

시 : 2015년 11월 21일(토)

◈ 장

소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309·311호

◈ 기획주제: “서법․양태의 유형론과 한국어 문법의 재기술”
▣ 제69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

▪ 오충연(숭실대)

회장 인사-------------------------------

▪ 정경일(건양대)

개인발표
10:10~10:50
(40분)

10:50~11:30
(40분)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사회: 이봉원(나사렛대)

(1) 경상 방언 자음 체계의 음성음향학적 분석

▪ 토론: 이동혁(부산교대)

(2) 韓國語 漢字語의 品詞의 通用 및 品詞間 (2) 신소설에서 확인되는 약세어 연구
의 連續性
: 이해조의 "자유종"을 대상으로
▪ 발표: 이경보(국립고웅대)

▪ 발표: 김태훈(카이스트)

▪ 토론: 김현주(공주교대)

▪ 토론: 남경완(창원대)

(3) 한국어 장단 양용 한자음의 유래 탐색

(40분)

▪ 발표: 심지연(고려대)

▪ 토론: 오재혁(고려대)

11:40~12:20

12:20~13:00

(1)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에 대한 인지의
미론적 연구

▪ 발표: 박지윤(이화여대)

11:30 - 11:40(10분)

(40분)

<벤처중소기업센터 311호>▪사회: 김천학(서울시립대)

휴

식

(3) 한국어 복합명사의 형성 과정 연구
: [N-V-기]형 복합명사를 중심으로

▪ 발표: 김양진(경희대), 고설정(경희대)

▪ 발표: 윤정아(청주대)

▪ 토론: 소신애(숭실대)

▪ 토론: 서형국(전북대)

(4) 고대 한국어 향찰의 재검토

(4)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화용적 접근

▪ 발표: 고창수(한성대)

▪ 발표: 조무숙(충남대)

▪ 토론: 이건식(단국대)

▪ 토론: 심혜령(배재대)

13:00 - 14:00

점심식사

기획발표

“서법․양태의 유형론과 한국어 문법의 재기술”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
14:00~14:40
(1) 서법의미의 언어유형별 구현 방식과 문법 재기술 탐구
(40분)
14:40~15:20
(40분)
15:20~16:00
(40분)

▪ 사회: 한정한(단국대)

▪ 발표: 목정수(서울시립대)
(2) 국어 양태의 특수성: 다른 양태소 및 문법소와의 공기를 중심으로
▪ 발표: 김건희(서원대)
(3) 양태 범주에 대한 통사적 해석
▪ 발표: 이정훈(서강대)
16:00 - 16:20(20분)

휴

식

16:20~17:20

종합 토론

(60분)

장요한(계명대), 임채훈(숭실대), 김용하(안동대)

17:20~17:40

총회

17:40~17:50

폐회 인사: 회장 정경일(건양대)

▪ 사회: 오충연(숭실대)

#[별첨2] 학술대회장 오시는 길

<학교까지 오시는 길>

· 지 하 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3번 출구
· 간선버스: 501, 506, 641, 650, 750, 751, 752, 753
· 지선버스: 5511, 5517

<벤처중소기업센터 오시는 길>
· 지하철/도보: 숭실대입구역 3번 출구 → ⑩벤처중소기업센터 309·311호
· 자가용: 주차 후 ⑧한경직기념관 → ⑩벤처중소기업센터 309·311호

벤처중소기업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