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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례국제학술대회 공지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대련민족대학교 

외국어대학과 공동으로 2019년 7월 13일과 14일 양일 간 

연례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전환과 혁신: 신시대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신시대 새로운 

외국어교육 환경에서의 한국어교육 이념의 전환, 마인드의 전환, 성장모델의 

전환 그리고 교육모델의 혁신, 교수법의 혁신, 학제 간의 혁신 등에 대해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가 여러분께서 그동안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갈고 닦은 학문적인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교류와 만남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2019년 3월 10일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中國韓國(朝鮮)語敎育硏究學會 
  Korea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Association of China   

 

2019年度国际学术大会通知 

 

尊敬的各位专家、学者，大家好！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将于2019年7月13至14日, 与

韩国国际交流财团、大连民族大学外国语学院共同举办为期两天的年

度国际学术大会。本次大会将以“转型与创新——新时代韩国语教育

与人文学的新视野”为主题，深入探讨新时代外语教育新环境下韩国

语教育理念、思维、发展模式的转变，以及教育模式、教学方法、跨

学科交流上的创新等内容，进一步开拓韩国语教育与人文学的全新视

野。 

衷心期待奋斗在韩国语教育一线的各位专家学者莅临本次大会，

共享丰硕的学术研究成果，增进交流、共同进步。诚邀各位拨冗出席，

共襄盛举。 

    

 

 

            2019年 3月 10日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 

 

 

 

 

 

 

 



[별첨] 

1. 회의 안내 사항 

2. 참가확인서 

 

별첨1: 회의 안내 사항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일시:  

등록: 2019년 7월 12일(금) 

     발표 및 토론: 2019년 7월 13일(토)-14일(일)  

▸장소: 대련민족대학교 (개발구 캠퍼스) 

 

2.발표주제 및 정원  

▸발표주제: 전환과 혁신-신시대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 한국어교육의 성장모델 전환 및 개혁 방안  

◦ 새 국가기준에 준한 한국어 인재양성 방안 

◦ ‘한국어+’교육 모델의 구축 

◦ 한국어교육 국제화 방안 

◦ 언어, 문학, 문화, 통번역 등 인문과학 분야 기타 주제 

▸ 정원: 120명 (논문초록에 준해 선발) 

 

3. 신청접수 및 문의 

▸신청접수 마감일: 2019년 5월 10일 

(마감일 후에 제출하는 참가확인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선발 통지는 5 월 

20일까지 발송.)  

▸문의:  

진남남（陈楠楠）: 186-0411-2156，최연화（崔娟华）:150-0426-7928 

▸접수 메일: dlmzhyx2019@12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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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발표자 논문 全文 제출   

▸ 작성 방법: 반드시 word로 작성 

▸ 분량: A4 용지 10매 이내 

(학술논문 격식을 갖춰야 하며 10매 이내 분량을 엄수해 주기 바람)  

▸ 작성 언어: 한국어  

▸ 글자체 및 크기: 논문 소정양식 참조 

▸ 논문 접수 마감일:  2019년 6월 15일 까지. 

▸ 논문 제출처:  dlmzhyx2019@126.com  

 

5. 참가비, 지원 내용 및 초청장 

▸참가비: 500원 

▸발표자와 토론자 지원: 회의 기간(7.12-7.14) 식사 제공 

  * 교통비와 호텔비용은 자부담.  

▸정식 초청장 발송: 2019년 6월 25일까지 메일로 발송 

     * 원본은 학회에서 일괄 배부. 

     

6. 논문 소정양식 

(1) 형식과 글꼴, 크기 

논문 구성 부분 글꼴 크기(pt) 줄간격(%) 

정렬 방식,  

혹은 왼쪽 여백 

논문 제목 Batang 16 1.25倍 가운데정렬 

논문 부제목 Batang 14 1.25倍 가운데정렬 

필자명 Batang 12 1.25倍 가운데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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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Batang 11 1.25 倍 가운데정렬 

바탕글 Batang 11 1.25倍 양쪽정렬 

1. Batang 14 1.25倍 양쪽정렬 

1.1. Batang 12 1.25倍 왼쪽 여백:5pt 

1.1.1. Batang 11 1.25倍 왼쪽 여백:10pt 

표 Batang 10 1倍 가운데, 혹은 양쪽정렬 

각주 Batang 9 1倍  

참고문헌제목 Batang 12 1.25倍 양쪽정렬 

참고문헌 Batang 10 1.25倍  

인적사항 (이름, 소속, 

주소, 우편번호, 전화, 

전자우편) 

Batang 9 1.25倍 왼쪽정렬 

    (2)  편집 용지 설정  

      -용지 종류 : A4  

       -용지 여백(cm):  위 – 2.5cm       머리말 – 1cm 

                          왼쪽 – 2.5cm     오른쪽 – 2.5cm    제본- 0 

                          아래쪽 – 2.5cm,  꼬리말 - 0  

 

 
 

 

 

 



별첨2: 2019년도 연례국제학술대회 참가확인서 

 

성명  성별  

직함/직위  출생일자  

논문제목  

(소속)대학교  

주소  

연락처  

E-mail  

도착시간  출발시간  

교통편  

논문초록  

(500자 내외) 

 

   

 참가확인서는 5월 10일까지 이 메일 주소(dlmzhyx2019@126.com)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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