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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정표
시간

내용

[인문관 412]

09:00 ~ 09:30 등록

09:30 ~ 09:40

환영사 (김신호, 영산대, 한국언어과학회 회장)
개회사 (김주식, 동양대, 언어과학회 회장)

초청강연 Dr. Mike Scott (Aston University, England)
09:40 ~ 10:50 Keywords as a Way into Comprehending Text?

사회자: 장세은 (한국해양대)

10:50 ~ 11:00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논문발표
11:00 ~ 12:00
점심 (70')
세션 1

세션 2

세션 3

세션 4

세션 5

의미론/화용론

담화/코퍼스

교육/번역

13:10 - 14:40
음운론/인지론

통사론

휴식 (15')

(Phonology/Cognitive)

(Syntax)

14:55 - 16:25

좌장: 임지룡

좌장: 김동국

좌장: 권연진

좌장: 김두식

좌장: 김재윤

(경북대)

(영산대)

(부산대)

(경상대)

(신라대)

[인문관 407]

[인문관 408]

[인문관 409]

[인문관 410]

[인문관 411]

(Semantics/Pragmatics) (Discourse/Corpus) (Education/Translation)

휴식 (15')
16:40 ~ 17:40
휴식 (5')
17:45 ~ 18:15

18:30 ~ 20:00

총회

리셉션

[인문관 412]

[상남국제회관 1층 문창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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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별 발표
세션(Session) 1 ▶ 음운론/인지론 (Phonology/Cognitive) [인문관 407]
시간

11:00 - 12:00

논문발표

좌장: 임지룡 (경북대)

이용성 (부산외대):
제약결합에 관한 조건(Conditions on constraint combinations)
토론자: 신승훈 (영남대)

사회자: 김희경 (동서대)

임규홍 (경상대): 국어 모음의 음상과 의미 -원순모음 /ㅜ/를 중심으로토론자: 이문규 (경북대)
12:00 – 13:10

점 심 (70분)
이주익 (경북대):
사회자: 김수정 (창원대)
시각언어에서 개념적 환유의 양상(Aspects of conceptual metonymy in visual language)
토론자: 윤희수 (금오공대)

13:10 - 14:40

하선정 (부산대):
영어와 한국어 신체어 머리와 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 비교 연구
토론자: 홍광희 (영남대)
롤프 (경북대): ‘내 운수에 맡기다’: 인지언어학이 EFL에 제공할 수 있는 것
(‘Take a chance on me': What cognitive linguistics can offer EFL)
토론자: 손일권 (경북대)

14:40 - 14:55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이미영/임성출 (경북대):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비유적 합성어의 의미구조 탐색
토론자: 나익주 (전남대)

14:55 - 16:25

사회자: 김선정 (계명대)

정지윤 (경북대): 목적어 간 상대적 공간 장소의 개념화
(Conceptualizations of Relative Spatial Locations between Objects)
토론자: 육준철 (영남사이버대)
쟝옌루 (경북대): 중국어와 영어에 있어 RESULT와 Force dynamics에서 실현의 언어학적 표현
(Linguistic expressions of RESULT and its realization in Force dynamics in Chinese and English)
토론자: 양용준 (경북대)

16:25 - 16:40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이상규 (경북대): 만주지역 인명, 지명, 관명 한글표기 표준화
토론자: 정병철 (경남대)

16:40 - 17:40

사회자: 송현주 (계명대)

김지향, 김기호 (고려대):
영어 단어경계에 따른 인지 양상 연구: 한국인 청자와 영어 원어민 청자 비교 분석
토론자: 이예식 (경북대)
이도경 (인제대): The Influences of Musical Aptitude and Musical Training on EFL/ESL
Phonetic Learning
토론자: 홍광희 (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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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Session 2) ▶
Time

통사론 (Syntax) [인문관 408]
논문발표

좌장: 김동국 (영산대)

김신호 (영산대):
사회자: 이은석 (대구대)
고대프랑스어 장소구 도치구문의 자질계승과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
토론자: 백미혜리 (부산외대)
11:00 - 12:00
배주원 (부산대):
비대격동사와 비능력동사에 대한 연구 - 영어와 한국어의 장소구 도치 구문을 중심으로
토론자: 황규홍 (동아대)
12:00 – 13:10

점 심 (70분)
김대익 (영산대)·김재윤 (신라대): 국면인식과 관련된 최소주의 문제점 사회자: 박순혁 (부경대)
토론자: 이원빈 (대전대)

13:10 - 14:40

박상수 (부산외대): 북부방언 주어규칙과 구어 There-구문의 자질일치
토론자: 남미영 (계명대)
김동국 ․ 이상률 (영산대학교):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중심으로토론자: 권기양 (영산대)

14:40 - 14:55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사회자: 김수태 (신라대)
권기양 (영산대): From Phrase Structure Rules to Label Algorithm
토론자: 김동국 (영산대)

14:55 - 16:25

최웅환 (안동대): 이른바 국어 동격 명사구에 대하여
토론자: 김명광 (대구대)
황병순 (경상대): 부름말 ‘어이’의 문법화
토론자: 장요한 (계명대)

16:25 - 16:40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제갈덕주 (경북대): 부정극성의 통사‧의미적 연구: ‘아무’를 중심으로 사회자: 장종득 (경북대)
토론자: 김덕호 (경북대)

16:40 - 17:40

유정숙 (경상대): 경동사구문과 구체화(reification)현상
토론자: 김경환 (경기대)
발표자 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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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Session) 3 ▶ 의미론/화용론 (Semantics/Pragmatics) [인문관 409]
Time

11:00 - 12:00

논문발표

좌장: 권연진 (부산대)

백주현 (부산교대)
Interactional Metadiscourse in L1 and L2 Research Articles:
Writer Identity and Social Interaction
토론자: 한영주 (영산대)

사회자: 김진해 (경희대)

송효원 (부산외대): Referential density in the Korean narratives of “Frog, where are you?”
토론자: 전부미 (영산대)
12:00 – 13:10

점 심 (70분)
정경숙 (부산대): 한국어 종경어미 '-네'와 단언화행
토론자: 김수태 (신라대)

13:10 - 14:40

사회자: 김소영 (동명대)

박인진 (부산외대): 영어 명령에 대한 완곡어법의 정도성
토론자: 오명기 (강원대)
안병길 (경남과기대): Marked Constructions and GbF Model
토론자: 김신혜 (계명대)

14:40 - 14:55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사회자: 이동혁 (부산교대)
황순희 (부산대):
분리동사의 의미 분석과 의미 확장- {빼다}, {뽑다}를 중심으로
토론자: 원유상 (원광대)

14:55 - 16:25

김준홍 (경북대): 법률어의 화용론적 의미구조
토론자: 박수정 (한양사이버대)
조은정 (경북대): 합성명사의 의미구성 및 의미변화 연구: nose candy를 중심으로
토론자: 류혜경 (대구대)

16:25 - 16:40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홍진옥 (경북대):
사회자: 박기성 (부산대)
과거 politeness 연구와 한국 politeness 연구의 방향
(The past politeness research and the direction of Korean politeness studies)
토론자: 박상도 (숭실사이버대)

16:40 - 17:40
임수진 (영남대): Orientational Metaphors in Political Speech
토론자: 권미분 (신라대)
발표자 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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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Session) 4 ▶ 담화/코퍼스 (Discourse/Corpus) [인문관 410]
Time

논문발표

좌장: 김두식 (경상대)

이성민 (한국해양대):
사회자: 김준기 (동서대)
Two Statistical Approaches to a Keyword Network: Reference and Non-reference Analyses
토론자: 남대현 (울산과기대)
11:00 - 12:00
장세은 (한국해양대):
소설 모비딕에 키 의미영역 분석 (Key Semantic Domain Analysis in Moby Dick)
토론자: 안병길 (경남과학기술대)
12:00 – 13:10

점 심 (70분)
김태호, 이한규 (부산대, 경희대):
영어관계사 that/which 용법에 대한 말뭉치 기반 분석
토론자: 전지현 (부산대)

13:10 - 14:40

사회자: 김은일 (부경대)

류미림 (한국해양대): 해사영어교육에 대한 장르기반 접근
(A Genre-based Approach to Maritime English Education)
토론자: 김철규 (경성대)
홍신철 (부산외대): 아시아 학습자들 학술작문의 N-그램 분석
(An N-gram analysis of Asian Learners' Academic Writing)
토론자: 이성민 (한국해양대)

14:40 - 14:55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이정민, 현태덕 (안동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 기반 어휘기준 비교분석
토론자: 김은정 (경상대)

14:55 - 16:25

사회자: 남길임 (경북대)

박혜선 (계명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부사 사용: Actually와 in fact를 중심으로
토론자: 박분주 (대구가톨릭대)
김경숙 (숭실대) ‘푸른 하늘’ 은하수인가 ‘파란 하늘’ 은하수인가?
토론자: 윤석연 (원광디지털대)

16:25 - 16:40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최은순 (한국해양대):
사회자: 백미혜리 (부산외대)
지중해연안의 링구아프랑카의 접촉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고찰
토론자: 송경숙 (동의대)

16:40 - 17:40

유미란 (경상대): 한국 대통령과 중국 수석 취임사 담화분석
토론자: 전영옥 (상명대)
발표자 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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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Session) 5 ▶ 교육/번역(Education/Translation) [인문관 411]
Time

11:00 - 12:00

논문발표

좌장: 김재윤 (신라대)

이한숙 (고려대):
영어 부정관사의 습득 (Aquisition of English Articles)
토론자: 장은숙 (한국복지대)

사회자: 이미향 (영남대)

황현미 (부산대): "영어와 한국어 탈어휘동사구문의 쌍방향 대응관계 연구“
토론자: 이민경 (대구대)
12:00 – 13:10

점 심 (70분)
양재석 (인디아나대):
사회자: 민경모 (계명대)
Metacognitive Approach to Task-based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Use in Reading
토론자: 남정미 (신라대)

13:10 - 14:40

신진원 (부산대): 한·미 신문사설의 평가어 비교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토론자: 백수진 (경상대)
이영화 (선문대): 영어 작문 교과과정에서 입력과 출력간의 접점
(The Interface between Input and Output in an English Writing Course)
토론자: 홍선영 (경남대)

14:40 - 14:55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김태진, 이희숙 (배재대, 대구가톨릭대):
외국어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활용 연구
토론자: 구경연 (경북대)

14:55 - 16:25

사회자: 우길주 (부산교대)

김두식 (경상대):
이분대립책략을 대학영어문법교육에 적용하기
(Applying 'Binary Opposition Strategy' to College English Grammar Education)
토론자: 장세은 (한국해양대)
김영숙 (대구교대): 초등영어 영재 교육 방안
토론자: 이희숙 (대구가톨릭대)

16:25 - 16:40

휴식 (Coffee Break & Book Exhibition, 15분)
서종훈 (대구가톨릭대): 협력 글쓰기에 드러난 문단 구현 양상
토론자: 김태진 (배재대)

16:40 - 17:40

발표자 2 (예정)
발표자 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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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전지현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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