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제26차 전국학술대회
○ 주제 : 국어 능력
○ 주최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개최 방식 : 실시간(ZOOM) 화상 회의 및 구글드라이브 자료 탑재
○ 참여 방식 :
▷ 주제 발표
∙ 일시 : 2021년 8월 21일(토) 14시~16시(15분 전부터 입장 가능)
∙ 링크 : https://zoom.us/j/6324467461?pwd=ZHJpeE44ZlhYNUduaXVWdnpoc1lPUT09
▷ 개인 발표
∙ 일시 : 2021년 8월 21일(토) 10시~8월 27일(금) 18시
∙ 8월 20일(금)까지 이메일(klle@korea.ac.kr)로 참여 신청(Gmail 계정 기재 요청)
∙ 연구소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참여 권한 부여
∙ Gmail 계정에서 “공유 드라이브 ~” 메일 통해 구글 드라이브 접속
∙ 구글 드라이브에 탑재된 자료 열람 및 댓글 참여

실시간(ZOOM) 화상 회의

14:00

/ 2021년 8월 21일(토) 14시~16시

개회사

주제발표
국어능력으로서의 읽기 유창성 발달
14:10

발표: 윤준채(대구교대)
토론: 오정례(한성대)
중,고등학교이 쓴 글에 나타난 작문 능력

14:35

발표: 김경환(부산 브니엘예중)
토론: 강연진(대성고)
국어 능력으로서의 학문 문식성 -연구 동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15:00

발표: 이용준(경기 매홀고)
토론: 윤철민(고려대)
대학생의 온라인 읽기 과제 수행에서 협동적 읽기 능력에 대한 연구

15:25

발표: 이창희(로드아일랜드 주립대)
토론: 백혜선(순천대)

15:50

연구윤리 교육

16:00

폐회

구글드라이브 자료 탑재

/ 2021년 8월 21일(토) 10시~8월 27일(금) 18시

개인발표
교과서 정전화 과정으로서의 성석제 소설 수록 양상 연구
발표: 김학찬(한경대)
토론: 송현지(계명대)
항왜인의 조선 사회 정착과 김충선의 국문시가
발표: 조은별(고려대)
토론: 장정수(가천대)
1분과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장르 지식 활용 양상 연구
: 이육사와 아이칭(艾青)의 시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왕임창(서울대)
토론: 김소연(서울대)
비대면 수업에서 대학 작문 강사의 어려움 연구
발표: 김해인(고려대)
토론: 이수진(청주대)
어문규범 교육 실현 양상 연구
발표: 김서경(선린중)
토론: 정혜현(수원대)
중학생 글쓰기에 나타난 피동 표현 구성의 의미 양상

2분과

발표: 우민주(성신여중)
토론: 윤구희(효문중)
단어 형성의 공시성과 통시성
발표: 이규범(충북대)
토론: 신희성(고려대)

포스터발표
언어와 매체의 만남
발표: 이수진(고려대)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실행연구 제안
발표: 오제혁(고려대)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함축 생성과 이해에 관한 고찰
발표: 김수희(경희대)
남북한 교과서 내 문법 용어 사용 실태 비교 연구
발표: 이서희(고려대)
사이시옷과 사잇소리현상의 문법교육적 고찰
발표: 이영현(연세대)
‘바라다’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발표: 김현진(고려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