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제: 한국어 교육의 디지털 전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21년 10월 23일(토) 9:00

장소: 단국대학교 국제관/ 실시간 온라인(Webinar by Zoom)

제1부 개회식 및 20주년 기념식

09:00-10:00

사회: 정다운(한국학중앙연구원)

개회사: 장향실(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상지대)
축 사: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곤(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김성곤(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장소원(국립국어원 원장)
이해영(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박기영(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김지형(이중언어학회 회장)
우창현(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회장)
회고사: 성기철(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대, 2대 회장)
시상식: 제8회 한국언어문화학 신진연구자상

10:00-10:50

제2부 주제 특강 Ⅰ: AI 시대의 언어교육, 이대로 괜찮을까?
발표: 신동광(광주교육대)

10:50-11:00

휴식

11:00-11:50

제3부 주제 특강 Ⅱ: 세종학당 디지털 교육 추진 방향 - 세종학당 '인공지능(AI)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표: 박충식(세종학당재단)
사회: 이미향(영남대)

11:50-13:30

점심 식사

사회: 김정우(이화여대)

제4부 개인 발표
기획 특강
한국어 교재의 디지털 전환,
어디까지 왔나

제1분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국어 평가와 교사의 역할

제2분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국어
교수법

제3분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국언어문화교육

사회: 조수진(서강대)

사회: 김은호(중앙대)

사회: 배재원(이화여대)

사회: 오지혜(세명대)

실감 미디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 VR을 중심으로
13:30-14:10
발표: 김성조(연세대)

14:10-14:50

한국어 교재와 디지털 문법
콘텐츠
발표: 서진숙(경희사이버대)

14:50-15:10

15:10-15:50

음성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어 교수 방안
연구
발표: 이미향·안미애
발표: 박정아(경희대)
(영남대·경북대)
토론: 이효정(국민대)
토론: 권성미(부경대)
선별(Screening) 목적의
한국어 온라인 수업 발전 방향
인터넷 기반 한국어
모색
진단평가 과제 개발 기초
-상호작용 증진을 중심으로연구
발표: 한윤정(경희대)
발표: 윤희수(경희대)
토론: 이향(조지메이슨대)
토론: 최은경(동국대)

말하기 수업에서의
챗봇 빌더 활용 방안
발표: 엄정윤(영남대)
토론: 신윤경(가천대)
한국 현대시 텍스트의 문화
어휘 분석 연구 -김소월 시
코퍼스를 중심으로발표: 황혜란(홍익대)
토론: 김금숙(상지대)

휴식
제4분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국어 수업

제5분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국어
평가와 교사의 역할

제6분과
한국언어문화교육 일반 1

제7분과
한국언어문화교육 일반 2

사회: 윤은경(대구사이버대)

사회: 구민지(가톨릭대)

사회: 이수미(성균관대)

사회: 기준성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여성결혼이민자의 비대면
한국어 학습 현황과 실태
-대구·경북 학습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 수행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외국인 대학원생의 불안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발표: 엄나영·이수영(영남대)
토론: 이진경(건양사이버대)

발표: 장미라(경희사이버대)
토론: 정미지(아주대)

발표: 김민아(서울대)
토론: 노정은(한성대)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내포문 이해도 평가 연구
-명사절, 관형사절, 인용절을
중심으로발표:
NGUYEN THI PHUONG THU
(다낭외국어대)
토론: 유소영(단국대)

15:50-16:30

비대면 미디어 한국어 수업의
운영 사례와 학습자 반응
연구
-태국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발표: 박은경(조지메이슨대)
토론: 이정란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 한국어 평가 도구
활용 연구
발표: 이화진(국민대)
토론: 진대연(선문대)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번역 양상 연구
발표: 황티장·김지혜
(호치민인문사회대,극동대)
토론: 오문경(성균관대)

외국인 학부생의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 사용 양상
-인용 오류를 중심으로발표: 유민애(고려대)
토론: 김서형(경기대)

16:30-16:50

휴식

16:50-17:20

제5부 연구윤리 교육
발표: 양명희(중앙대)

사회: 김은정(한국외국어대)

폐회식 및 정기 총회
폐회사: 장향실(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상지대)

사회: 김은정(한국외국어대)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