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월 12 일 목요일

08:30-09:30 등록

09:30-10:00 개회
개회사 및 사회: 권용해 (유럽한국어교육자협회 회장, La Rochelle University)

환영의 말씀:
Sanna-Kaisa Taskanen (언어학부 부학부장 & 영어학 교수)
Juha Janhunen (전 동아시아학과장 & 알타이어학 교수)
김수권 (주핀 한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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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류현숙
University of Ljubliana

조재희
King’s College London

송영민
University of Regensburg

10:00 Pinar Altundag (Ankara
University)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교육 연구 – 터키인
학습자들 위한 한자 교육 방안

배정숙 (University of
Technology in Belfort-
Montbéliard)
프랑스 UTBM 의 대한민국에
관련된 비교문화적 교육
프로그램

윤선영 (University of Vienna)
초급 학습자들의 질문으로
살펴본 한국어 문장 부호에
대한 소고

10:30 최현주 (University of
Copenhagen)
한자교육 현황과 과제
– 코펜하겐 대학교 중심으로

배경민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문화교육 인식 조사

Konul Kamilzade (Azerbaijan
University of Languages)
한국어 글쓰기에 나타난 어휘
및 문법적 오류분석 연구
– 아제르바이잔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11:00 Rainer Dormels (University of
Vienna)
한국어 외래어에 대한 연구

Merve Kahriman (Istanbul
University)
터키인 학습자를 위한
속담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주수영 (Aix-Marseille
University)
놀이활동을 통한 문법
학습 – 프랑스어권 초급 학습자
대상

11:3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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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정영
University of Helsinki

김보경
University Paris 7 Diderot

권용해
La Rochelle University

12:00 Jieun Kiaer (University of
Oxford)
한국어의 반말 사용에 대해서

Hasmik Kababyan (Yerevan
State University of Languages
and Social Studies)
한국 언어를 통한 문화 교육

Anna Borowiak
(Adam Mickiewicz University)
폴란드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형어 교육 방안 연구

12:30 Özlem Gökçe (Ankara
University)
경어법 사용 – 터키인
학습자들 중심으로 한 담화
완성 테스트

장혜진 (SOAS University of
London)
대학 한국어 전공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향상

김정아 (Universite Paris
Diderot)
프랑스 학습자들의 쓰기
과제에서 나타난 ‘이다’와
‘있다’의 오류 양상



13:00 Ekaterina Malik
(Stockholm University)
스웨덴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칭찬-반응
화행 교수 전략 연구

이혜승 (University of Wroclaw)
한국문화 교육으로서
한글 서예

김훈태 (University of Babes-
Bolyai)
루마니아어 모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
이/가’, ‘-은/는’, ‘-을/를’의 교육
방안

13:3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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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Jieun Kiaer
University of Oxford

윤선영
University of Vienna

이해성
University of Wroclaw

14:30 유정숙 (Erciyes University)
터키 대학에서 사용되는
“한국문학” 교재 분석 연구
– 에르지예스 한국어 문학과를
중심으로

이재선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 방법

권용해 (La Rochelle University)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교재 소개

15:00 박희영 (University of Koeln)
한국어 고급반을 위한 한국
고전 전래문학 및 고시조 활용

조혜영 (Sciences Po)
한국문화 100 선 한불 읽기
교재

김보경∙김진옥∙김미정
(University Paris 7 Diderot)
프랑스 학습자를 위한
중급 읽기 교수법: ‘시사 강독’
수업의 예

15:30 Muhammet Emre Korkmaz
(Ankara University)
터키 대학교 한국어 문학과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앙카라 대학교를 중심으로

정진원 (동국대학교)
영화 해어화 속 노래 정가와
모란꽃 선덕여왕의 스토리텔링
– K pop 문화와 K-Classic
문화를 결합한 교수법

김혜경 (Aix-Marseille
Université)
신체부위 은유와 한국어 속담
및 관용어 교육 시험 방안

16:00 김종수 (경희대학교)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의 한 사례
– 헬싱키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은정 (University of Leuven)
한국어 비전공자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방안
– 벨기에 루벤 대학교 일본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영은 (Istanbul University)
터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말하기 시험 방안

16:30 공지사항 및 휴식

17:00-18:00 저녁 만찬 장소로 이동

18:00-21:00 저녁 만찬 (사우나 포함)
Uunisaari https://www.uunisaari.fi/

21:00-23:00 임원진 회의



4 월 13 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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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훈태
University of Babes-Bolyai

Knarik Gevorgyan
American University of Armenia

09:30 임정은 (Aix-Marseille Université)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학습자들의 표기
오류와 교육 방안 – 프랑스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Nicola Fraschini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다중언어 시대에서의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정의 및 접근

10:00 강신형 (Universität Innsbruck)
교육현장에서의 음운현상의 음성음향학적 관찰

송문의 & 김은아 (Eberhard Karls University
Tübingen)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연습 교재
개발

10:30 김정영 (University of Helsinki)
발음교육을 위한 한국어 모음체계 고찰

신영주 (University of Education Karlsruhe)
독일어권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11:0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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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문의
Eberhard Karls Univeristy Tübingen

Nicola Fraschini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11:30 박재욱 (Newcastle University)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및 교수 계발
연구

곽부모 (Palacký University)
팔라츠키대학교 비즈니스한국어학 전공의
현황과 과제

12:00 송현희 (University of Turku)
아시아넷 온라인 초급 한국어 수업:  핀란드에서
온라인 한국어 수업 시 문제점

남애리 (Leiden University)
레이던 대학교 한국학과 신입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

12:30 정유선 (Defense Language Institute
Foreign Language Center)
언어 수업에 유용한 3 가지 쌍방향 교
육용 애플리케이션 소개: Quizlet live, Khoot
Jumble, and Smart Notebook

최자경 & Rico Ma. Kristina Carla (Ateneo de
Manila University)
필리핀 아테네오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

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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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재훈 SOAS University of London

14:00 Lilit Khachatryan (American University of Armenia)
나의 한국어 학습 과정

14:30 김혜란 (모스크바 세종학당)
모스크바 세종학당 한국어 프로그램

15:00 정희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의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15:30 공지사항 및 휴식

15:40- 총회  사회: 권용해 (유럽한국어교육자협회 회장, La Rochelle University)

17:00-20:00 헬싱키 대학교 리셉션 (인문대 학장 주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