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
대회가 이번에 4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는 ‘한중 반전의식(反戰意識)의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시어
학술대회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인문학회장 임경순

알림

오시는 길

대중
교통
이용

1. 회원님들께서는 학술대회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많
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께
도 이 대회를 소개해 주시고 학회 가입을 권유해 주십시
오.
2. 연회비 납부, 회원 정보 갱신 등의 회무를 학술대회 승용차
기간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 학술대회 참가비: 2만원
- 학회회원 연회비: 3만원

1) 서울역-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경기광주 버스 1150번
(배차간격 약 15∼25분) 승차 후, ‘외대도서관앞’
정류장에서 하차.
약 1시간 30분∼40분 정도 소요.
2) 강변역-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테크노마트앞.강변역’ 정류장에서 경기광주
버스 1117번(배차간격 약 15∼25분) 승차 후,
‘외대도서관앞’ 정류장 하차.
약 1시간 30분∼40분 정도 소요.
3) 사당역-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사당역’(사당역 3번출구) 정류장에서 직행버스
1500-2번(배차간격 약 15분) 승차 후,
‘외대도서관앞’ 정류장 하차.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
1) 경부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 이용
2)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중부고속도로 이용
(서울 동북부, 구리, 강동 지역)

한중인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 Chinese Humanities)

제43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 반전의식(反戰意識)의
인문학적 성찰

한중인문학회 주요 연혁

• 1996. 04. 한중인문학회(舊 中韓人文科學硏究會) 창립
• 1996. 12. 제1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연구(舊 中韓人文科學硏究) 창간
• 2016. 11.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제39회
국제학술대회(아주대학교)
• 2018. 06. 제42회 국제학술대회(대련민족대학교)
• 2018. 09. 한중인문학연구 제60집 발간(연 4회)
• 2018. 10.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등재학술지
유지 판정(2004년 이후)

연락처

(02404)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732호 한중인문학회장 임경순 교수
총무이사: 정래필(010-9920-8737) / 조하연(010-3273-7208)
총무간사: 최진환(010-5130-0425)
http://www.kochih.kr/ kochih@hanmail.net

• 일 시 : 2018년 11월 24일(토) 09:30∼18:00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 주 최 : 한중인문학회
• 후 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 09:30 – 10:00
■ 10:00 – 12:00

등록 및 접수 [209호]
<분과별 자유발표>

점심 식사 및 이사회의
개회식
[209호]
▪한중 역사의 반전의식과 휴머니즘
사회: 정래필(영남대)
발표:
정동민(한국외대)
/
토론:
이세진(상지영서대)
10:00 – 12:00 제1분과 어학1
[301호]
- 개 회 사 : 임경순(한중인문학회장)
▪한중
역사
분쟁
해소의
출발점
‘
주
변’
이
된
역사
온전히
바라보기
좌장: 이후일(선문대) 발표: 이승호(동국대) / 토론: 이숙화(한국외대)
- 축 사 : 김현택(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어휘상적 특성으로 접근한 장소 구문의 한중 대조
- 축 사 : 반병률(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장)
▪深河전역 중 조선군 참전지리 고찰
발표: 이승희(한성대) / 토론: 정해권(한국외대)
▪‘佛’, ‘魔’와 관련된 중국어 불교어휘 小考
발표: 김순진(동국대) / 토론: 한운진(고려대)
▪한국어와 몽골어 모음체계 대조 및 쌍방향 습득 순서 예측
-언어유형론의 시각으로발표: 수홍(上海外大) / 토론: Unurtsetseg(광운대)

10:00 – 12:00 제4분과 역사/문화
[304호] ■ 12:00 – 13:20
좌장: 이근명(한국외대) ■ 13:20 – 13:40

발표: 박현규(순천향대) / 토론: 이승수(한양대)

10:00 – 12:00

■ 13:40 – 16:40

제5분과 철학
[305호]
좌장: 윤성우(한국외대) ▪13:40 – 14:20 [역사] 한중 역사와 반전의식에 대한 성찰

▪유가철학에서 전쟁의 의미와 도덕적 지향

발표: 서세영(한국외대) / 토론: 이혜영(한국외대)
▪한국과
인도의 문화사상적 교류 일 고찰
10:00 – 12:00 제2분과 어학2
[302호] 발표: Sanjay
Kumar(Jawaharlal Nehru Uni) / 토론: 유정은(강원대)
좌장: 전긍(국민대)
▪汉语空间形容词“远”在情境中的多义性:从具身认知的视角观察 10:00 – 12:00 제6분과 교육1
[306호]
발표: 곽이빈(수원대) / 토론: 이리(동서울대)
좌장: 한용수(동국대)
▪상하이 방언, 보통화와 한국어 명사 분류사의 의미적 기능 연 ▪체육특기자 대학생의 중국어 학습동기에
대한 사례연구
구: 언어목록유형론의 시각으로
발표:
박성일(한국체대)
/
토론:
김은희(전주대)
발표: 악일비(上海外大) / 토론: 최려홍(동국대)
▪하진의 <전쟁쓰레기> 중한 번역 비교
▪구문문법 시각에서 본 한국어“NP+ADV+V” 중간구문과
발표: Jin Yingji(George Mason Uni) / 토론: 방금화(한국방통대)
중국어“NP+V起来+ADV” 중간구문
▪중국 운남성 한국어 교육현황
발표: 장염(上海外大) / 토론: 왕하(한양대)
발표: 유전전(雲南師範大學文理學院) / 토론: 이미옥(명지대)

발표: 김태우(한국외대) / 토론: 류영하(백석대)
▪14:20 – 15:00 [어문학] 韓中 反戰敍事의 인문학적 성찰
발표: 김종수(경희대) / 토론: 송효정(대구대)
▪15:00 – 15:20 중간 휴식

▪반전의식에 대한 문학교육
발표: 한상효(건국대) / 토론: 김민재(서울대)
▪마인드맵을 활용한 한국어 읽기 수업 방안 연구
발표: 서중운(徐州工程学院) / 토론: 안남일(고려대)

좌장: 김원명(한국외대)

▪15:20 – 16:00 [철학] 철학과 반전의식에 대한 성찰
발표: 윤지원(단국대) / 토론: 유성선(강원대)
▪16:00 – 16:40 [교육] 한중 교육과 반전의식에 대한 성찰
발표: 김미혜(청주교대) / 토론: 노금숙(湖南师范大)

■ 16:40 – 17:30 종합토론

■ 17:30 – 17:40
[303호] 10:00 – 12:00 제7분과 교육2
[309호] - 연구윤리교육
좌장: 이선이(경희대)
좌장: 박영기(한국외대)
▪당대 문학을 통한 전쟁관 고찰
▪반전의식에 대한 인식조사 및 토론교육을 통한 반전의식 교육 방안 ■ 17:40 – 18:00
발표: 김현주(한국외대) / 토론: 이희영(고려대)
발표: 김윤정(이화여대) / 토론: 이민형(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00 – 12:00 제3분과 문학

▪전쟁체험의 시적 형상과 반전의식의 층위들
발표: 장은영(조선대) / 토론: 백지윤(경희대)
▪蕭紅 소설에 나타난 시적 서정-<생사장>과 <호란하전>을 중심으로
발표: 김순금(청운대) / 토론: 박민호(한국외대)

<기획주제발표>
[209호]
좌장: 구재진(세명대)

좌장: 박윤우(서경대)

사회: 조하연(아주대)
편집위원장 : 김유중(서울대)

정기총회 및 폐회식
사회: 조하연(아주대)
- 회 계 보 고 감사: 손희하(전남대), 홍순애(동덕여대)
- 폐 회 사 회장: 임경순(한국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