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대회 장소 안내

이중언어학회 제31차 전국학술대회 추계대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43-1동
43-1동

학술 대회장
43-1동

30동

농생대 정류장

32동

(21-272)

31동

129동
200동

75-1동

식당
75-1동

제2언어 교육과정

500동

버스

정문

도보
서울대학교 정류장
(21-127)

지하철 + 버스로 오시는 길
❖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지선 5513으로 환승
농생대(정류장번호 21-272) 정류장 하차
❖ 2호선 신림역 3번 출구
지선 5516으로 환승
농생대(정류장번호 21-272) 정류장 하차

버스 + 버스로 오시는 길
❖ 서울대학교(정류장번호 21-127) 경유 노선
- 간선 501, 506
- 지선 5511, 5513, 5515, 5516, 5517, 5528, 6512, 6513, 6514, 6515

❖ 정문 밖 정류장 하차 후 5513, 5516으로 환승

농생대(정류장번호 21-272 또는 21-293) 정류장 하차

- 정문 밖에 있는 정류장 2곳 중 반드시 편의점 CU 앞 정류장에서 환승해야 함

일시 2014년 11월 1일(토) 9:30~17:30
장소 서울대학교 이공계 멀티미디어 강의동(43-1동)

등록 안내
❖ 등록비 회원(15,000원), 비회원(20,000원)
✽자료집 및 중식 제공
❖ 학회입회비
일반회원: 가입비(10,000원) + 연회비(30,000원)
평생회원: 가입비(10,000원) + 평생회비(400,000원)
✽대회 현장에서 회원 가입 가능

주최 이중언어학회
주관 이중언어학회,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후원 국립국어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 도서출판 하우

문의
korbiling@korbil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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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이중언어학회 제31차 전국학술대회 추계대회 및 SIG 일정
11월 1일(토) 학술대회 일정

안녕하십니까?

9:30-10:00

등록
개회

이중언어학회 제31차 추계학술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관악산
자락의 아름다운 단풍이 깃든 서울대학교에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학술대회를 열 수

10:00-10:10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부>

봄에 뿌린 씨를 가을에 거두듯, 올해 추계학술대회의 주제는 ‘제2언어 교육과정’
입니다. 지난 봄, 춘계학술대회에서 제2언어 교육의 교사와 학습자에 대한 논의로 한
해를 시작했다면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제2언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자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열매를 거두려합니다. 주제 특강, 학술 집담회, 개인 발표의 자리를 통해 뜨거운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호주, 미국 등의 제2언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는 동시에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KSL)의 목표와 실제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 분과를 통해 현재 한국어 표현 영역에 대한 평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12:10-13:30

점심 식사

서울교육대학교 원진숙 교수님,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 신기현 교수님, 배재대학교의 조영우
교수님, 학술 집담회의 좌장을 맡아 주신 배재대학교 박석준 교수님, SIG를 맡아 주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남민
교수님과 경인교육대학교 이준호 교수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과 후원해 주신 국립국어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사를 기꺼이 맡아주신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님, 환영사를
해 주시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전영철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여러
이사님과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도서출판 하우에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뜻 깊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어교육학, 이중 언어 사용 연구, 제2
언어교육 등의 학문적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학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휴식

1분과
15:00-15:30
15:30-16:00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어 교육과정

이중언어 교육, 외국어 교육

사회: 박선희(이화여대)

한국어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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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43-1동 304호

사회: 목정수(서울시립대)

16:00-16:20

휴식

16:20-16:50
16:50-17:20
5분과
16:20-16:50
16:50-17:20

16:20-16:50
16:50-17:20

장소: 43-1동 302호

토론: 최은지(원광디지털대)
토론: 송금숙(고려대)

사회: 김현진(이화여대)

이순연(서울교대), 다문화 한국어교실 운영의 실제: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정은(고려대),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토론: 진정란(사이버외대)
토론: 윤 영(호남대)

이중언어 교육, 외국어 교육

사회: 이혁화(영남대)

장소: 43-1동 303호

심지영(세종대), 중국어 대응형식과의 대조를 통한 한국어 ‘X하다’연구
노형남(고려대), 중간언어의 가시화(可視化)

토론: 홍윤기(경희대)
토론: 임채훈(숭실대)

한국어 습득

사회: 김현정(서강대)

장소: 43-1동 304호

조은주(서울대)·고은정(서강대),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화행 연구
박미향(한양대),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문화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방법 고찰 -대중문화를 통하여-

토론: 장미라(경희사이버대)
토론: 고석주(연세대)

폐회

사회: 김윤신(인천대)

장소: 43-1동 201호

폐회사 이해영(이중언어학회 회장, 이화여대)

10월 31일(금) SIG 일정

18:00-19:10 조남민(한국기술교육대), KSL 쓰기/말하기 진단평가의 설계

이해영

사회: 목정수(서울시립대)

15:45~16:10

한국어 교육과정

토론: 김계완(가천대)
토론: 이승연(세종대)

장소: 43-1동 304호

황순희(부산대)·Jinnam CHOI(프랑스 툴루즈2대학), 동사 어휘부의 초기 습득과 표현 능력: 한국어 단일언어 아동과
한국어-프랑스어 이중언어 아동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레뱐코 올가(벨라루스 국립대), 한국어 학습자의 성선호적 언어 연구

주제: 학습자의 언어능력 평가의 실제

이중언어학회장

장소: 43-1동 303호

김재경(배재대), 개정교육과정의 학습 성취 기준과 학습 활동을 기반으로 한 영어 쓰기 효과
진정정(중국 천진 외국어대), 중국 초급 학습자를 위한 연어 목록과 중국어 대응 의미 고찰

김정숙(고려대)

4분과

사회: 김은애(서울대)
토론: 김상수(동명대)
토론: 이정란(이화여대)

15:00-15:20
3분과

장소: 43-1동 302호

김가람(중국 북경대),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김태진(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재미한글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고찰

연구 윤리 규정

15:20-15:45

좌장: 박석준(배재대)

개인 발표

특별분과

17:20-17:30

또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학문적 성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소: 43-1동 201호

14:40-15:00

6분과

오늘 이 학술대회는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와 한국어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사회: 구본관(서울대)
사회: 양명희(중앙대)
사회: 김 현(서울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목표와 실제
권순희(이화여대), 심혜령(배재대), 심상민(경인교대), 조태린(대구대), 함정식(서울화계초등학교)

15:00-15:30
15:30-16:00

이번 학술대회는 여러 저명하신 교수님들의 도움이 컸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 주신

학술 집담회

장소: 43-1동 201호

13:30-14:40

2분과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
원진숙(서울교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
신기현(UNSW)), 호주의 제2언어 교육과정과 교사
조영우(배재대), 미국의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교육과정

<제2부>

사회: 박기영(서울시립대)

이해영(이중언어학회 회장, 이화여대)
민현식(국립국어원 원장)
전영철(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원장)
이해영(이중언어학회 회장)

10:10-10:50
10:50-11:30
11:30-12:10

<제3부>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습자의 언어능력 평가의 실제’를 주제로 하는 특별분과(SIG)도 기획하였습니다. 이

개회사
축 사
환영사
공로패 수여(16대 회장)

장소: 43-1동 201호

장소: 서울대 행정대학원(57동) 101호
사회: 홍윤기(경희대)

19:10-19:20 휴식
19:20-20:30 이준호(경인교대), 배치 평가로서의 한국어 표현 영역 평가

사회: 장은아(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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