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발표(14:00~16:40) ■

제49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연변조선족 자치주 건립 70년, 조선족의 유산과 과제>
일시 : 2022.07.02. 토요일 09 : 30 – 18 : 00
장소 : 온라인 학술대회(접속 주소는 팜플릿 4쪽 공지사항 및 메일 확인)
주최 : 한중인문학회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14:00-14:30

紀曉嵐與朝鮮後期文人間的文緣與情緣
(기효람과 조선후기 문인간의 문연과
인연)

14:30-15:00

한국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 지리
연구

자유발표
1

■ 개회사 및 주제발표(09:30~12:30) ■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개회식]

개회사 및 축사

김유중
(학회장, 서울대)

09:40-10:20

[기조발제]

연변조선족 자치주 건립 70년,
조선족의 유산과 과제

최병우
(강릉대 명예교수)

조선족 여성소설 문학의 개관

발표 문려화(북경대)
토론 이선이(경희대)

인정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본
중국조선족 소설 - 금희 소설을
중심으로

발표 차성연(경희대)
토론 윤의섭(대전대)

11:50-12:30

조선족의 역사연구 성과와 과제 :
조선족 디아스포라와 일사양용의
적용문제

발표 김주용(원광대)
토론 박정현(조선대
인문학연구원)

10:30-11:10

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분포 과정
및 양상 고찰

발표 김광수(연변대)
토론 정승철(서울대)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표상 방식의 변화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이은홍·한담
(원광대 HK연구교수)
토론 노금숙(원광대
공자학원)

조선족 지역문화유산과
지역활성화전략

발표 예동근(부경대)
토론 전은주(연세대)

11:10-11:50

11:10-11:50

11:50-12:30

주제발표
1

주제발표
2

12:30-14:00
13:00-14:00

<문학>

사회 및 발표/토론

09:30-09:40

10:30-11:10

15:00-15:30

사회
김형규
(아주대)

좌장
김호
(서울대)

휴식
2022년 상반기 이사회의

멜로적 역사소설과 장르믹스의 기원
-장덕조의 『벽오동 심은 뜻은』을
중심으로
중국인 독자의 ‘애도’ 이해 양상
분석 연구 - 천운영의 <엄마도
아시다시피>를 중심으로

15:30-16:00

16:00-16:30

한국문화교재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조사 연구 - 대만 내 한국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14:00-14:40

좌장
김정우
(이화여대)

자유발표
2
14:40-15:20
<언어/
교육>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확장에 대한
인지적 해석

15:20-16:00

중국어 “竟然”과 한국어 “다니”의
양태 의미 유형 연구

16:00-16:40

연결주의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체언 중심 연어 습득 양상 연구

14:00-14:40

권진규의 예술정신 연구

14:40-15:20
15:20-16:00

16:00-16:40
사회 김형규(아주대)

『태평광기』 한국 번안 문학에 끼친
영향

자유발표
3
<사상
철학>

숫자천부경
*발표자 사정으로 다음 학회에서 진행

1945-1950년 북한체제의 영동지방
청년동맹
21世紀 韓國에서 進行된 陶淵明
硏究史 考察

사회 및 발표/토론
발표 이학당
(중국 산동대)
토론 이영호(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발표 유미란
(중국 중앙민족대)
토론 권혁래(용인대)
발표 송교(중국
서안 외국어대)
토론 유수민(카이스트)

좌장
김진규
(가천대)

발표 진선영(세종대)
토론 김윤서(영남대)
발표 김지혜(극동대)
토론 최 단(서울대)
발표 조영미(대만국
립가오슝대학교)
·
한혜민(한국외대)
토론 진경지
(대만 국립정치대)
발표 위설교
(상해 외국어대)
토론 허춘화
(길림사대)
발표 단청총
(상해 외국어대)
토론 이명아(국민대)
발표 궈진(경희대)
토론 남주연(명지대)
발표 유성선(강원대)
토론 김태희(강원대)
발표 최동순
(해동연구소)
토론 이석주(동국대)
발표 이세진(호서대)
토론 허대영(서울대)
발표 배규범·지수용
(화중사범대)
토론 제영
(화중사범대)

좌장
박성일
(한국
체대)

좌장
김풍기
(강원대)

■ 종합토론 및 폐회식(16:40-18:00) ■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16:40-17:20

[종합토론]

17:20-18:00

[폐회식]

폐회사 및 인사

공 지 사 항

사회 및 발표/토론
참가자 및 청중
김유중
(학회장, 서울대)

사회
곽명숙
(아주대)

[학술대회 회의실 접속주소]
① 개회사 및 오전 주제발표 1/오후 자유발표 1 세션
https://snu-ac-kr.zoom.us/j/93822495920 (회의 ID: 938 2249 5920)
② 오전 주제발표 2/오후 자유발표 2 세션
https://yonsei.zoom.us/j/92939633469 (회의 ID: 929 3963 3469)
③ 오후 자유발표 3 세션
https://khu-ac.zoom.us/j/86491922393 (회의 ID: 864 9192 2393)

[2022년 상반기 이사회]
참석하실 온라인 회의실 주소는 개별 메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학회 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kochih@hanmail.net)

[제 50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안내]
주제: 한중수교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일시: 2022년 12월 17일
장소: 가천대학교(예정)
* 발표 및 참가 신청은 학회 메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지 내용은 한중인문학회 홈페이지(kochih.kr)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