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19 更新

JAKLE 창립 10 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11 월 8 일（금）2 층 한마당 홀
13:00~14:00

창립 10 주년기념식
사회：문희진 운영위원장
오프닝 세레모니：일한여성합창단(한국가곡을 부르는 모임)
개회사：문경철 회장
환영사：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황성운 원장
축사：한국어교육연구학회(한국) 박배식 학회장
축사：최기호 명예고문
축사：오영원 고문
내빈 소개
공로상 수여식

14:00~14:40

특별 강연 “일본한국어교육학회 10 년간의 발자취”
명예회장 강봉식 (이와테현립대학)

14:40~15:00

기념촬영 및 휴식

15:00~17:00

국제심포지엄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재영 회장（한국 한신대학교）
중국조선어교육학회 강보유 회장（중국 복단대학）
대만한국연구학회 진경지 이사장 (대만 국립정치대학)
본학회명예고문 최기호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 총장)
싱가포르국립대학 지서원
규슈산업대학 하세가와 유키코
사회： 문경철 회장

17:30~19:30

10 주년 기념 리셉션

11 월 9 일（토）５층 한나래홀
9:30~10:00

10:00~10:15

접수(4 층)

국제학술대회 개회식
개회사：문경철 회장
축사：김중섭（전 국제한국어교육학회회장, 학회자문위원）

10:15~11:45

기조강연 ”한국어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향”
민현식（서울대학교, 전 국립국어원 원장）

11:45~12:00

기념촬영（4 층 하늘정원）

12:00~14:00

점심시간
임원회（4 층 누리실）

14:00~17:00

국제학술대회 연구발표（제 1 분과～제 4 분과）

17:00~18:00

학회총회, 폐회식（5 층 한나래홀）

18:30~20:30

친목식사회

국제학술대회 연구발표 프로그램
【제 1 분과】 韓国語教育学Ⅰ

14:00~14:30

5 층 한나래홀

日本人学習者対象韓国語教育研究の研究動向分析－2012 年
～2019 年の研究成果を中心に－

河﨑悠平（慶熙大学）

14:35~15:05

일본 대학에서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의 적용과
과제

15:10~15:40

김중섭（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육 과정과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李暻洙（韓国放送通信大学）
15:45~16:15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과 제언

呉文慶・文嬉眞（成均館大学・愛知学院大学）
16:20~16:50

日本人学習者に対する濁音を利用した濃音指導の実践報告
稲川右樹（帝塚山学院大学）

【제 2 분과】 韓国歴史言語学/韓国学/韓国語学

14:00~14:30

在日コリアン・オールドカマーによる朝鮮語の呼称使用―朝鮮学校コ
ミュニティを中心に―

14:35~15:05

4 층 슬기실

權恩熙（名古屋大学）

韓国語の禁止表現の類型と程度性の考察
飯田華子（関西大学大学院）

15:10~15:40

近代日本磁器が大韓帝国の西洋式食生活に及ぼした影響―「オー
ルド・ノリタケ」社の洋食器を中心にー 李 廷（名古屋市立大学）

15:45~16:15

時間副詞‘갓’의 共起語関係-17 世紀朝鮮語의 ‘갓’과 現代語의
‘갓’을 中心으로-

李知垠（帝塚山学院大学）

【제 3 분과】 韓国語教育学Ⅱ

14:00~14:30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에 관한 연구

李 珍/金한샘（延世大学）

4층

아람실

14:35~15:05

대만과 일본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연구 -한국어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李京保・印省熙（国立高雄大学・早稲田大学）
15:10~15:40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유창성 요소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5:45~16:15

鄭眞耕/金한샘（延世大学）

日本語圏韓国語学習者の発音誤り研究-単母音を中心に조윤주（梨花女子大学）

16:20~16:50

日常会話における韓国語助詞「이/가(i/ga)」の使用について
洪妍定（愛知淑徳大学）
4 층 누리실

【제 4 분과】 実践韓国語教授法

14:00~14:30

한국어 단기 교육 과정을 위한 문화 교육 항목 선정 연구
최유진（고려대학교）

14:35~15:05

韓国語教育における協働学習の実践
金珉秀（東海大学）

15:10~15:40

専門としての韓国語教育の取り組みと今後の展望－M 大学 K 学
科の教育課程を中心に－

15:45~16:15

徐寅錫（目白大学）

スマートフォンを活用した韓国語会話授業の実践―医療系大学にお
ける「複言語学習のすすめ」の試みー 李銀淑・大山牧子・岩居弘樹
（大阪女学院大学・大阪大学・大阪大学）

16:20~16:50

뉴질랜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인숙（오클랜드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