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KLE 2020 List of Speakers  

N° Name Name of institution Titlei 

1 강신형 

Shinhyoung KANG 

University of Innsbruck 음성음향학으로 본 한글의 위대성 

 

2 강현아 Hyeonah KANG & 

남길임 Kilim NA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한국어 교육용 정형표현 추출의 방법론과 

쟁점 

 
The Extraction of Formulaic Expressions for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and 
Issues 

3 고지마 다이키 

KOJIMA Daiki 

Kindai University 동영상 제작을 통한 협동 학습―초급 한국어 

교육에서의 실천 

 
Collaborative Learning through Filmmaking in 

Elementary Korean Classes 

4 곽동훈 

Donghun KWAK 

Universitatea Babeş-
Bolyai 

번역 교육 시 제기되는 언어적 오류, 용어법 

 
Pleonstic phenomena, which is a linguistic error, 

in translation education 

5 김마리나 Marina KIM & 

김주성 Joo Sung GIM & 

류지현 Ji Hyun  RYOO & 

강승혜 Seung Hye KANG 

Yosei University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현지에서의 

단기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hort-Term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Korean Youth in 
Maritime Province of Russia 

6 김보경 

Bokyung KIM 

University of Helsinki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의 실재감 구현 방안 - 

한국어 중급 쓰기 수업의 예 

 
Applying "Teaching Presence" to intermediate 

Korean writing courses 

7 김은지 

Eunji KIM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세종학당 한국어 학습 플랫폼 및 한국어 초급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례 

8 김정아 

Junga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보고서 쓰기 

교재 개발 -유학생을 대상으로 

9 김종덕 

Chongdok KIM 

Doshisha University 한국어 ‘ㅎ’과 ‘ㄹ’의 발음 교육의 내용 및 교육 

방안 연구 

10 김종수 

Jongsoo KIM 

Kyunghee University 한국 영화를 활용한 현대 한국 문화 교육의 한 

방법 

11 김지아 

Gia KIM 

Yonsei University 어휘 학습용 매체로써의 MMORPG 

12 김혜란 

Hyeran KIM 

Higher School of 
Economics in Moscow 

러시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를 통한 

한국어 문법 학습과 한국어 시 낭송 

 
Teaching Korean grammar and poem recitation 

through Korean modern poetry for Russian 
students 



13 니콜라 프라스크니 

Nicola FRASCHINI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한국어가 쿨해서요'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 

동기와 비전 

 
Adolescent Korean language learner motivation 

and vision 

14 또마쉬 호락 

Tomas HORAK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품사범주의 주변과 한국어문법교육 

15 리 예카테리나 

Li EKATERINA 

Irkoutsk State 
University 

한국어의 한자어 특징과 어휘 교육에 있어서 

한자어 학습 원리와 방법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vocabulary  and 

principles and methods of teaching  of Sino-
Korean lexic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16 마리아 바클라노바 

Mariya BAKLANOVA 

Higher School of 
Economics in Moscow 

Korean Language Speech : how to teach 
beginners 

17 박희영 

Hiyoung PARK 

King Sejong Institute in 
Mannheim 

Culturality through Gosijos for German advanced 
students 

18 백영경 

Youngkyoung PAIK 

Hong kong University 과업중심 교수법에 기반한 대학 내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사례 

 
A Case Study on Korean Business Class of a 

University level- based on Task-Based Learning 
Teaching(TBLT) 

19 신영주 

Youngju SHIN 

University of 
Education Karlsruhe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나타난 추측 표현의 

화용적 기능 

 
A Study on the Pragmatic Functions of Korean 

Speculative Expressions used in Korean TV 
Dramas and Movies 

20 안드레아 데 베네디띠스 

Andrea DE BENEDITTIS 

Napoli Orientale 
University 

남북한 문학의 외래어 수용 실태 

 
A preliminary study on the usage and spread of 
loanwords in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21 안드레이 르즈코프 

Andrii RYZHKOW & 

나젤리 로페스 로차 

Nayelli LOPEZ ROCHA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을 위한 특수 목적 

한국어 실제 수업방안: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Structure of KSP (Korean for special purpose) 
class for intermediate learners: with focus on 

Hallyu contents 

22 양명희 

Myunghee YANG 

Chung-ang University 학습자 문법 교재의 구성을 위한 시고 -시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n grammar textbook for foreign 

learners 

23 오상석 

Sangsuk OH 

Defense Language 
Institute at Foreign 

Language Center 

Acquisition of Figurative Language for Higher 
Linguistic Proficiency 



24 왕흠범 

Xinfan WANG 

Yonsei University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신체 관용어 습득 

과정 연구 

 
A study on the process of body-centered idiom 

acquisition of Chinese learers 

25 원혜원 

Heiwon WON 

Kyunghee University 팬덤의 언어 및 문화교육 영향 연구 

- 노아, 록산 그리고 옌안의 이야기 

 
Study on linguistic and cultural education impact 

of fandom - Stories of Noa, Roxan and Yanan 

26 이보람 

Boram LEE 

Université de La 
Rochelle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음성 연구 – 초성 

비음 /n/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nasality of /n/ in the initial position 

by French learners of Korean 

27 이을지 

Eulji LEE & 

황선영 

Sunyoung HWANG 

Hong kong University, 
Soongsil University 

한국어 말하기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활용 수업' 사례 

 
A case study on media-based instruction to 

improve efficiency in speaking and listening in 
Korean 

28 이주희 Juhee LEE & 

정예린 Yelin JEONG & 

Sotthianan JEERANAN & 

양지현 Jihyun YANG 

Yonsei University 입국 후 태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기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 및 앱 설계를 위한 요구 분석 

 
Analysis on the need for short-term Korean 

language program development and app design 
for Thai workers after arriving Korea 

 

29 김훈태 Huntae KIM & 일제 

스케스테레  Ildze Skestere 

University of Latvia 한국어 명사의 라트비아어로의 올바른 전사에 

대한 제언 -한국어와 라트비아어의 

음성학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Suggestions for correct transcription of Korean 

nouns in Latvian-Based on the phon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Latvian- 

30 임현성 

Hyungsung LIM 

Yale University 최신 언어 생활의 동향을 반영하기 위한 수업 

방안 

 
Embracing the latest trends in language and 

culture in the classroom: Using a Youtube 
Channel 

 

31 정병설 

Byungsul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1 세기 한국고전문학 교육의 방향 

 
A new educational direct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32 정유선 

Yusun JUNG 

University of Kansas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and Students' Performance Outcomes 



33 주현주 

Hyunju JU 

Mejiro University 동료지도와 첨삭지도를 결합한 한국어 초급 

쓰기 수업의 절차적 지도 방안 

 
A Study on the Procedural Teaching Method for 

Beginners Writing Class in Korean with Peer 
Learning and Teacher’s Corrective Feedback 

34 최호중 Hojung CHOI & 

김태나 Taena KIM 

Princeton University & 
Sogang University 

가상현실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역량 향상 사례 

  

                                                           
i English titles will be updated as soon as avail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