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회 한국작문학회 가을 학술대회 ■
▸ 주 제 : 작문에서의 장르에 대한 이해와 접근
▸ 일 시 :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09:30~17:40
▸ 장 소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과학관
▸ 주 최 : 한국작문학회
▸ 후 원 :

시간

내 용

09:30-10:00

등 록
제1부: 개인 발표
1분과

2분과

사회: 박혜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 가은아(공주대)

초기 필자의 문장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10:00-10:30
(30분)

국어교사의 채점 일관성 변화 양상 분석

철자 특성

∙발표: 장

∙발표: 유승아(서울수유초)

미(세종국제고)

∙토론: 정분의(춘천기계공고)

송정윤(장안중)
∙토론: 심유나(서울미아초)

어휘 연관도를 활용한 텍스트 응집성
10:30-11:00
(30분)

산출 방안 연구

∙발표: 박찬흥(전주대)
∙토론: 유상희(고려대)

중등 작문 교육에서의 ‘매체’ 교육 내용의
(30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예비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발표: 길호현(서원대)
∙토론: 김태호(충남고)

11:00-11:30

분석적 채점 기준의 차이가 학생글 평가

구체화 양상 분석

대학생의 쓰기 염려 구성 요인 분석
∙발표: 김민정(청주대)
최건아(청주대)

∙발표: 박종임(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백유진(이리고)

∙토론: 박경희(서울과학고)

자연어 처리 기법(NLP)을 활용한 독서
11:30-12:00
(30분)

감상문의 장르 특정적 텍스트 자질 분석
∙발표: 김승주(교원대)
최숙기(교원대)

외국인 학습자의 ‘쓰기 교육 문법’ 논의
∙발표: 조형일(인천대)
∙토론: 차순정(순천향대)

∙토론: 김철희(인하대)
12:00-13:30
(90분)

점심 및 휴식

시간

내 용
제2부: 개회사 & 기조 발표
사회: 옥현진(이화여대)

13:30-13:40
(10분)
13:40-14:20
(40분)

[개회식]
∙ 개회사: 김성수(한국작문학회 회장)

[기조 발표] 글쓰기 교육, WAC, 장르의 문제
∙발표: 정희모(연세대)

14:20-14:40

휴식 및 사진 촬영

(20분)

제3부: 주제 발표
1분과

2분과

장르와 초・중등 작문교육

장르와 대학 및 한국어 교육

사회: 서수현(광주교대)

14:40-15:20
(40분)

15:20-16:00
(40분)

16:00-16:40
(40분)

16:40-17:00
(20분)
17:00-17:40
(40분)

사회: 이승윤(인천대)

[주제 발표 1]

[주제 발표 4]

현행 초등 작문교육에서의 장르에 대한

대학 작문교육에서의 장르 문법에

비판적 접근, 개선 방안

대한 비판적 접근

∙발표: 이수진(대구교대)

∙발표: 김남미(홍익대)

∙토론: 전제응(제주대)

∙토론: 이윤빈(고려대)

[주제 발표 2]

[주제 발표 5]

현행 중등 작문교육에서의 장르에 대한

과학 칼럼과 장르 중심 교육

비판적 접근, 개선 방안

방법론 모색

∙발표: 주재우(전북대)

∙발표: 김미란(성균관대)

∙토론: 권태현(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윤준채(대구교대)

[주제 발표 3]

[주제 발표 6]

장르 중심의 작문교육 내용 및

글로벌 평생교육을 위한 한국어 멀티모달

교수・학습 방안

콘텐츠의 구조화 요인 탐색

∙발표: 장성민(인하대)

∙발표: 김성숙(연세대)

∙토론: 이슬기(교원대)

∙토론: 김현주(한양대)

연구 윤리 교육

학회 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