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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the linguist
We are all users of language. Our lives and everything we do w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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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In particular, our family and social lives would be unthinkable without
communication through language. Not all of us have made linguistics our job,
of course. Linguists are scientists who analyse and describe the structure of
language. They not only use language, they also know how it works, and they
can describe its features and components in abstract terms, and explain why
and how each part is necessary or useful for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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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such abstract knowledge about language is actually not the exclusive
property of linguistics. This talk will describe research that shows how we all
acquire and make use of abstract knowledge about our language. Even in the
earliest stages of learning a language, babies are compiling abstract knowledge
about it. Such knowledge is very helpful in many talking and listening
situations－we use abstract knowledge, for instance, in the everyday tas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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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t avoid the use of abstract language knowledge, because it is a natural
한국영어영문학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의 긴요함은 현재 한국대학의 영어영문학과
part of the way we use language. So, in a way, we are all linguists.
대학원 프로그램이 한국에서의 영어영문학이 지니는 특수성에
부탁말씀:
강연 후 간단한 샌드위치를 제공 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석예정이신 분은 6월 15일(목)까지
“oo명 참석예정”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

hanyang.hppl.talks@gmail.com

주최/주관: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 연구소, 영어영문학과, 후원: 한국연구재단 GRN, 한양대학교 GRF

한양대학교 501동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 (2호선 한양대역 2번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