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언어학회

춘계학술대회 행사일정

가 대회 개최일 및 장소


개최일 : 2018년 6월2일 (토)



장소 :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302호),세미나2실(308호),세미나3실(309호),세미나4실(301호)]

나 대회 주제명


대회 주제명:
‘한국의 중국어학 연구의 정체성 모색 - 기초와 응용을 중심으로’



분과별 주제:
분과

주제

제1분과 : 연구와 교육의
현황과 전망

국내의 중국어학 연구와 교육의 현황 및 향후 비전

제2분과 : 유형론

타임머신과 세계지도로 탐색하는 중국어의 현 위치

제3분과 : 문자학/번역학

문자학과 번역학에 기반한 중국어학의 기초와 응용

제4분과 : 음운학/음성학

음운학과 음성학에 기반한 중국어학의 기초와 응용

제5분과 : 중국어교육

중국어학의 기초이론과 실용교육의 유기적 연계 방안 모색

제6분과 : 어휘론

어휘에 기반한 중국어학의 기초와 응용

제7분과 : 구문론

구문에 기반한 중국어학의 기초와 응용

제8분과 : 교재연구와 응용

국내의 중국어학 교재 분석을 통한 중국어학 연구의 방향성 정립

❏ 일정요약
구분
(일자)

6월 2일(토)

시간

내용

장소

10:00-10:30

개회식(축사, 환영사, 기념촬영)

10:30-11:15

기조강연Ⅰ

11:15-12:00

기조강연Ⅱ

12:00-13:00

오찬

13:00-17:15

분과발표

17:15-17:30

휴식

17:30-18:00

폐회식

18:00-19:30

만찬

서울대학교 신양학술관

❏ 세부일정(기조강연)
시간

제목

10:30-11:15

중국어학 무엇을
가?

하고 어떻게 할 것인

11:15-12:00

중국 방언의 음성학적 연구 방법론

발표자(소속)

장소

허성도
(서울대 중문과 명예교수)

岩田礼 (小松大学)

국제회의실
(302호)

❏ 세부일정(분과발표)

시간

국제회의실(302호)

세미나2실(308호)

세미나3실(309호)

세미나4실(301호)

Session 1
연구와 교육의
현황과 전망

Session 3
문자학/번역학

Session 6
어휘론

Session 8
교재연구와 응용
(1부)

사회: 이소동(숙명여대)

사회: 신준호(성신여대)

사회: 정소영(광운대)

한국에서의 중국어
문법 연구의 성과와
전망

《尚书正义》引《说
文》研究

현대중국어 ‘又’의 의
미와 기능

국내의 회화교재
연구 - 내국인 저술
서를 중심으로-

발표: 김현철(연세대)

발표: 王彤伟(연세대)

발표: 박은석(서울대)

발표: 이미경(대구대)

토론: 나민구
(한국외대)

토론: 신원철(서울대)

토론: 김현희(연세대)

토론: 신미경(서울대)

중국대학 입시제도
변천 및 考高개혁

화이역어 페르시아
어편 연구의 방법론

論“不宜”的詞性､意義
及相關問題

국내의 중국어 독
해교재 연구

사회: 김석영
(한국교원대)

13:00-13:25

13:25-13:50

분석

모색

발표: 손민정

13:50-14: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 강은지(인하대)

발표: 김종찬(안동대)

발표: 김윤정(창원대)

토론: 송지현(안양대)

토론: 한경호
(성균관대)

토론: 주기하(충북대)

토론: 전기정(선문대)

韩国大学的汉语教学
现状分析调查-以五
所大学为中心-

한중번역의 명시화
와 전문지식

副词“就”､“才”再探讨

국내의 문법교재 연
구

발표: 殷凌薇,葛婧
(北方工业大学)

발표: 김혜림
(한국외대)

발표: 左思民(고려대)

발표: 최재영.박창수
(한국외대)

토론: 김정은
(고려사이버대)

토론: 김아영
(부산외대)

토론: 이은수(충남대)

토론: 박용진(전북대)

휴 식

14:15-14:30

14:30-14:55

Session 2
유형론 (1부)

Session 4
음운학/음성학

Session 7
구문론 (1부)

Session 8
(2부)

사회: 于鹏(건국대)

사회: 변지원(방송대)

사회: 백지영(한양대)

사회: 조은정(중앙대)

构词类型学视角下的
汉语复合词的特点与
地位-以“VN”型复合
词为例

習字諧聲考

현대중국어 존현구문
과 관련구문들 간의
관계 고찰

국내의 고등학교 중
국어 교과서 연구

발표: 崔健,金雅曦
(北京语言大学)

발표: 김준수(한국교
원대)

발표: 남양우(경남대)

발표: 김미순
(한국외대)

토론: 姜海燕
(공자학원)

토론: 양세욱(인제대)

토론: 조은경(장안대)

토론: 조은숙(협성대)

중국어 경험상표지
‘過’의 유형학적 특
징과 문법화 과정

판별분석방법을 이
용한 한,일,월한자음
의 기저음연구

“V/A+着点儿”의 의
미기능 연구

국내의 중국 문자
학 개론서 연구

발표: 백은희(인하대)

발표: 노혜정(고려대)

발표: 최성은
(한국방통대)

발표: 정연실(상지
대),장은영(한국외대)

토론: 소은희
(숙명여대)

토론: 구현아(용인대)

토론: 이아형
(이화여대)

토론: 문준혜
(서울여대)

한중 언어 접촉에서
‘차용어’와 ‘직역어’
의 연구 이론적 탐
구

중국어 분절음과 음
절 유형의 분포 분
석

두 특수구문에 나타
난 ‘도’와‘야’의 의미·
화용비교 -두 구문
‘Wh+都/也+VP’‘
(连)+NP+都/也+VP’
을중심으로

형태소 빈도를 기반
으로 한 초급중국어
교재 어휘 선정의
특성

발표: 안영희(서울대)

발표: 이옥주(서울대)

발표: 이슬기(세종대)

발표: 신수영(가천대)

토론: 장선우(덕성여대)

토론: 손남호(서울대)

토론: 박연정(명지대)

토론: 김태은(연세대)

14:55-15:20

15:20-15:45

휴 식

15:45-16:00

16:00-16:25

Session 2
(2부)

Session 5
중국어교육

Session 7
(2부)

Session 8
(3부)

사회: 이지은(부산대)

사회: 이금희(인덕대)

사회: 박영록(충주대)

사회: 심소희
(이화여대)

중국어 방언의 진행
과 지속을 나타내는
상표지에 대한 유형
론적 고찰

중국어 수준에 따른
한국학생의 중국어
거절전략 사용에 대
한 조사 연구

"这一+명사"구조의통
사특징연구

국내의 중국음운학
개론서 연구

발표: 박정구(서울대)
강병규(서강대)
유수경(영남대)

발표: 최현미(장안대)

발표: 김영
(남서울대)

발표: 신우선(부산대)

토론: 장정임(세종대)

토론: 박응석(연세대)

토론: 임소정(한밭대)

토론: 신세리
(한국외대)

중국어 연속동사구
문에 관한 의미지도
연구:중국어 방언을
중심으로

汉语方位词“里,内”与
韩语"안,속"比较研究

중국어 문미조사의
시상의미와 인식양상
연구 -了와来着를중
심으로

음성학 기초이론과
활용 상황 소고

발표: 정혜인(전북대)

발표: 유위(고려대)

발표: 정인정
(한국외대)

발표: 서미령(동국대)

토론: 이소림
(이화여대)

토론: 초팽염(국민대)

토론: 이나현
(한국외대)

토론: 한서영(한밭대)

현대중국어 형용사
범주의 품사적 지위

경로 개사 ‘通过, 经
过, 透过’의 유의어
분석

중국어 어기와 양태
의 의미적 구분

중국어 시간단위인
모라와 응용

발표: 최신혜(고려대)

발표: 이운재(서울대)

발표: 진준화
(동아방송예술대)

발표: 송시황
(한국교통대)

토론: 박성하(서울대)

토론: 김나래(방송대)

토론: 박민준(연세대)

토론: 김희성(연세대)

16:25-16:50

16:50-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