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언어학회 2014년 겨울학술대회 프로그램
2014년 12월 13일 서울대학교 규장각 강당
10:00-10:30

10:30-10:40

등록
개회식

- 규장각 강당 [ 사회: 성철재(충남대) ]

개회사 (사)한국언어학회 회장 양경모(목포대)
주제 특강

10:40-11:20
11:20-12:00

- 규장각 강당 [ 사회: 김윤신(인천대) ]

유현조(서울대)
계량적 언어 연구 방법론의 주요 개념과 도구들
최운호(목포대)
한국어‘용언 어간+어미’결합의 양상과 분포에 대한 연구
연구윤리 특강

12:00-12:20
12:20-13:30

- 규장각 강당 [ 사회: 이동은(국민대) ]

박한상(홍익대, <언어학> 편집위원장)
IRB와 (사)한국언어학회 연구윤리규정
점심 식사
(서울대학교 자하연식당)
주제발표

- 규장각 강당

개인 발표 1

- 규장각 회의실

[좌장: 김선철(국립국어원)]
13:30-13:55

최진실(계명대)

김은경, 윤지현, 성철재(충남대)

코퍼스와 번역에서의 변경: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번역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어]와 [오]에 대한

중심으로

청지각 연구

정성훈(서울대)
13:55-14:20

현대 한국어 정도부사의 사용양상과 그 분류 – 용언을 이
용한 2원 네트워크 분석-

14:20-14:45
14:45-14:55

[좌장: 박시균(군산대)]

한수정(부산대)
통시적 연음화로서의 마찰음화
김혜(서울대)

이정애(U. of Texas at Arlington)
Unaccusativity in Korean: A Corpus Linguistic Approach

청대 만주어 사전의 한자 주음 변화 - ≪滿漢同文類集≫
을 중심으로

휴식
개인 발표 2

- 규장각 강당

개인 발표 3

- 규장각 회의실

[좌장: 목정수(시립대)]
14:55-15:20

15:20-15:45

박유경(U. of Delaware/서울대)

최성호(충북대)

조건절의 기능과 조건 연결어미의 사용 -‘-다면’과

생략과 제로: 없음의 해석

‘-면’을 중심으로

최기용(광운대)

허세문(서울대)

한국어의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

약속문의 내포 불가능성에 대한 통사/의미적 제안

송재목(한국외대)
15:45-16:10

증거성과 인칭의 상호작용: 비동일주어제약과 1인칭효과를
중심으로

16:10-16:40

[좌장: 이영주(서울여대)]

박융배(서울시립대)
기능동사 '나다'의 통사∙의미적 분석

평의원회 및 총회

- 규장각 강당 [ 사회: 성철재(충남대) ]

개인 발표 4

- 규장각 강당

개인 발표 5

- 규장각 회의실

[좌장: 신용권(인천대)]
16:40-17:05

김현권(한국방송대)
언어 변화와 확산의 과정주의적 모델
이만기, 정승철(서울대)

17:05-17:30

pro-drop 현상에 대한 소고 - 아이마라어 동사의 인칭굴
절을 중심으로 -

17:30-17:55

17:55-18:05

[좌장: 임동식(홍익대)]
이현우(인하대)
The syntax and semantics of
antecedentless relatives in English
임서현(서울대)
어휘의미의 필요조건

장봉춘, 김철준(전북대, 연변대)

이준규(한국외대)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의 조선어 어휘 사용 실태 고찰

Working

- 작문에 쓰인 어휘를 중심으로 -

Acquisition

폐 회

Memory

Capacity

and

Second

Language

- 규장각 강당 [ 사회: 성철재(충남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