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리어문학회 하계학술대회
주제 : 한국학 차세대 연구자의 시선
일시 : 2019년 7월 2일~ 7월 3일
장소 : 인천대학교

우리어문학회 하계학술대회
7월 2일: 기획 발표
13:00~13:30

등록 및 개회

개회사: 김정우(우리어문학회회장)

<현대문학>
사회: 전병준(인천대)
·이상 시에 나타난 공간 표상
발표: 김영건(고려대)

토론: 최호빈(고려대)

·조선출판경찰월보 소재 삐라 연구
발표: 배상미(선문대)

토론: 문한별(선문대)

·주변부 사회주의 문학에서의 실천적 주체와 농촌공동체
발표: 최은혜(인하공전)

토론: 이만영(고려대)

13:30~15:30

<국어학>
사회: 신우봉(제주대)
·석독구결 자료를 활용한 국어사 연구
발표: 문현수(숭실대)

토론: 김지오(동국대)

·한국어의 대등병렬구문에 대하여
발표: 도재학(한림대) 허인영(고려대)

토론: 이영제(고려대)

·해체 어미 ‘-네’의 형성에 대하여
발표: 김현주(공주교대)

15:30~16:00

휴식

토론: 고은숙(국립한글박물관)

<한문학 고전문학>
사회: 신성환(강원대)
·전염병/질병의 문학적 형상화
발표: 정장순(고려대)

토론: 이승은(한림대)

· 18~19세기 소론계 문인의 천문학 탐구와 학문론
발표: 오보라(고려대)

토론: 권진옥(단국대)

·林象元의 산문 세계
상

발표: 정하정(고려대)

토론: 백진우(전주대)

16:00~18:00

<한국어교육>
사회: 김수은(광주대)
·학문목적 학습자의 요약 쓰기에서 결속표지 사용 양상 연구
발표: 최수현(한성대)

토론: 이인혜(고려대)

·19세기 한국어회화 교재의 대화문 분석
발표: 김지예(고려대) 최유진(고려대)

토론: 김민경(고려대)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문법 재구조화 양상 분석 연구
발표: 곽혜윤(고려대)

토론: 공하림(중원대)

7월 3일: 자유발표

<Session1>
사회: 강용훈(인천대)
·최명진(최명근)의 역사소설 ｢자명고｣ 연구
발표: 김민수(선문대)

토론: 김남혁(고려대)

·김수영과 만나는 새로운 길, 김춘수의 눈(目)으로 바라본 ‘증인부재
10:00~12:00

도식’
발표: 문종필(중앙대)

토론: 차성환(한양대)

·1960~1970년대 <과학소설 전집류> 출판에 나타난 과학입국 담론 연구
발표: 모희준(선문대)

토론: 이지용(건국대)

<Session2>
사회: 김성철(목포해양대)
·구술 음담과 문헌 속 성소화 레퍼토리 고찰
발표: 구태운(연세대)

토론: 이지환(서강대)

·1796년 영남 문인의 금강산 유람과 체험의 공유 양상
발표: 김기엽(고려대)

토론: 김기완(연세대)

·｢니벨룽겐의 노래｣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
발표: 윤영걸(한일장신대)

토론: 이유정(고려대)

<Session3>
사회: 신우봉(제주대)
·터키 한류의 시작과 전개 양상 연구
발표: 유정숙(예르지스대)

토론: 문선영(서울과기대)

에즈기 쟁기제르(예르지스대)
·한국어 2인칭 대명사에서의 공손성
발표: 신아영(연세대)

토론: 이찬영(연세대)

·이주노동자를 위한 언어 인권 보장 방안
발표: 이주희(연세대)

토론: 곽유석(성균관대)

폐회

오시는 길

자가용 (30분 무료, 5시간 이내 1,000원 / 24시간 이내 2,000원)
문학IC → 제2경인고속도로 (4.0km) → 경원대로 (4.8km) → 송도국제대로 (2.7km)
남동IC → 영동고속도로 (5.9km) → 제3경인고속화도로 (6.2km) → 송도국제대로 (3.0km)
서창분기점 → 제2경인고속도로 (5.3km) → 미추홀대로 (4.3km) → 컨벤시아대로 (2.7km)
월곶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17.4km) → 제3경인고속화도로 (6.2km) → 송도국제대로
(3.0km)

지하철
인천국제공항 ↔ 계양 (29분)
신도림 ↔ 부평 (27분)
계양 ↔ 부평 (21분)
부평 ↔ 인천대입구 (30분)
※ 인천대입구역에서 하차후 2번출구로 나오셔서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서 인천대학교 셔틀
버스 또는 간선버스 (8, 81, 82) / 좌석버스 (780, 780-1,780-2) / 급행버스 (908, 909)
로 환승 후 두번째 정류장 인천대 정문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도보시 버스 두 정거장 약 20분 소요 됩니다.

버스
간선버스 (6, 6-1, 6-2, 8 , 8A, 16, 81, 82, 780-2)
지선버스 (92)
좌석버스 (780, 780-1)
급행버스 (908, 909)
광역버스 (1301, M6405)
직행버스 (3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