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 안내
• 일 시: 2018년 6월 21일(목)-22일(금)
• 장 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우당교육관 101호
• 주 최: 국어학회, 국립국어원
• 후 원: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 6월 21일(목), 13:00 – 18:30
13:00~13:20

등록

13:20~13:30

개회식

13:30~15:00

국어 정책 포럼

사회: 조경순(전남대)

• 이필영(한양대): 실태 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언어 예절
• 이정복(대구대): 가정 내 친·인척 간 언어 예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강희숙(조선대): 직장 내, 사회적 관계에서의 언어 예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5:00~15:10

휴식

15:10~16:50

국어 정책 포럼

사회: 조경순(전남대)

• 조태린(연세대): 언어 예절에 대한 언어 정책적 개입의 의미와 한계
• 박철우(안양대) 외 6인: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의 심층 조사
문항 설계 - 쟁점 도출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50~17:00

휴식

17:00~18:30

집중강좌

사회: 정인호(대구대)

• 강사: 임석규(원광대)
• 주제: 동남방언과 음운론
18:30~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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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금), 9:30 – 12:10
9:30~11:00

개인 연구 발표 1

사회: 신승용(영남대)

• 오선화(복단대): 연변방언의 접미사 ‘-사-’, ‘-다사-’, ‘-(으)스레하-’의
형태론과 의미론
• 김슬옹(국어문화원): 훈민정음 언해본의 융합적 연구
• 김수영(서울대): ‘ㅔ’와 ‘ㅐ’의 합류에 대하여
11:00~11:10

휴식

11:10~12:10

개인 연구 발표 2

사회: 장요한(계명대)

• 목정수(서울시립대): 서술절 설정에 대한 재론: 서술절 개념의 오류
• 곽유석(성균관대): 중첩의 대상과 원리
12:10

폐회

■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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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
◎ 자가용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서변남로(1.3km) → 신천대로(2.2km) → 대현로(1.2km) → 경북대학교 정문
북대구 IC

서대구 IC

경부고속도로(0.6km) → 서변남로(1.3km) → 신천대로(2.2km) → 대학로
(0.8km) → 경북대학교 북문
신천대로(8.2km) → 대현로(1.2km) → 경대로(0.4km) → 경북대학교 정문
신천대로(8.2km) → 연암로(0.4km) → 대학로(0.8km)

◎ 대구공항
버스노선 : 719, 동구2 (20분 소요)
택시 : 15분 소요
◎ 동대구역
버스노선 : 937 (15분 소요)
택시 : 10분 소요
◎ 대구역
버스노선 : 북구2, 503, 410, 706 (25분 소요)
택시 : 15분 소요
◎ 지하철+버스
1호선 칠성역 3번출구
[정문] 동구2, 북구2
[서문] 306, 403
[북문] 306

1호선 신천역 5번출구

2호선 경대병원역 4번출구

[정문,서문,북문] 410-1

[서문] 306, 403

[정문] 410-1, 동구2

[북문] 306

◎ 고속버스
동대구고속터미널
[정문] 937
[서문] 순환2-1

서부정류장
[서문] 306,623,706,
급행6
[북문] 306,706,급행6

동부정류장
[정문] 937
[서문] 순환2-1

◎ 시내버스
[정문] 410, 410-1, 503, 937, 동구2, 북구2
[북문] 300, 306, 410, 410-1, 523, 706, 719, 급행6
[서문] 300, 306, 323-1, 410, 410-1, 523, 706,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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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정류장
[서문] 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