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9次 韓國中國學會 國際學術大會

‘비대칭(非對稱)’의 중국학
○ 일시: 2019년 8월 16일(금) 09:00∼18:00
○ 장소: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N16-1동
○ 주최 : 한국중국학회
○ 주관 : 충북대학교 중국학연구소
○ 후원 : 駐韓國台北代表部, 한국연구재단, 충북대학교

1부 (09:00~12:00)
학부생 논문발표대회 09:00-10:15 [125호]

개회식 및 기조 강연 10:30-12:00 [127호]

사회: 이원준(인천대)

◉ 개회사
◉ 환영사 및 축사
◉ “중국 철학의 다원주의적 전망과 그 방법론 성찰”

발표: 潘朝陽(臺灣師範大學)

◉ “Glocalogy로서의 중국학의 (불)가능성
: 5･4운동 100주년의 기억방식을 중심으로”

점심 식사 (12:00-13:30)

발표: 백영서(연세대)

2부 분과별 발표
어학 분과 13:30-18:00 [123호]
<‘비대칭’의 어문학 연구: 연구 영역의 저변 확대>
사회: 김석영(한국교원대)
◉ “《文字蒙求》의 한자 교학법 연구와 고대 한자 자료를 이용한 오류 수정”
발표: 이소화(성균관대)

토론: 김준수(한국교원대)

◉ “'털다'류 동사의 역사적 변천과정 연구”
발표: 한승(한양대)

토론: 조은정(중앙대)

◉ “영상 도식과 그릇 도식을 통한 중·한 차등 비교문에서의 비교결과 분석
: 중국어의 ‘大’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 중심으로”
발표: 이은민(창신대)

토론: 이효영(부산외국어대)

◉ “담화 코퍼스 기반 ‘是’의 응답 기능 분석”
발표: 최진이(금강대)

토론: 문유미(전남대)

◉ “漢語‘飯圈’新詞的類型、成因及其影響”
발표: 張薇(中國傳媒大學 南廣學院)

토론: 한희창(한양대 ERICA)

문학 분과 13:30-18:00 [125호]
<‘비대칭’의 어문학 연구: 연구 영역의 저변 확대>
사회: 이선옥(충북대)
◉ “옌렌커 초기 소설 연구”
발표: 문대일(서원대)

토론: 박남용(한국외국어대)

◉ “黃春明 그림 동화 속의 생명의식”
발표: 김순진(한신대)

토론: 신동순(숙명여대)

◉ “중국 상흔문학을 변용한 대만 반공영화 연구”
발표: 황선미(한신대)

토론: 신의연(한일장신대)

◉ “≪新編百妓評品≫ 연구”
발표: 서연주(서울대)

토론: 신민야(청운대)

◉ “生活總在她方: 言叔夏與陳育萱的陰性書寫與女遊散記”
발표: 吳佩如(國立中興大學)

토론: 한지연(중앙대)

◉ “老舍《四世同堂》的跨文化傳播: 創作、譯介與回譯”
발표: 魏韶華(青島大學)

토론: 김의진(가톨릭대)

사학 분과 13:30-18:00 [223호]
<中國史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사회: 양진성(충북대)
◉ “勘合과 phraraatchasaan: 田生金의 ｢報暹羅國進貢疏｣에서 본 明 말기 暹羅의 국서”
발표: 木村可奈子(名古屋大學)

토론: 박민수(이화여대)

◉ “從傳統到現代: 近代中國農業化學知識的建立”
발표: 侯嘉星(國立中興大學)

토론: 한상준(아주대)

◉ “秦漢代의 奸罪와 그 연관 문제”
발표: 김동오(서울대)

토론: 김용찬(서원대)

◉ “조청 관계에서 본 1812년 洪景來의 난”
발표: 김선민(고려대)

토론: 김창수(단국대)

◉ “청말 민초 홍문 변형론”
발표: 이평수(충북대)

토론: 김택경(용인대)

철학 분과 13:30-18:00 [226호]
<중국 철학 이해의 교차와 다양성>
사회: 정상봉(건국대)
◉ “生態主義的 프리즘에서 본 儒家의 天人合一의 이념과 지속가능한 逆說”
발표: 김연재(공주대)

토론: 박영우(중앙대)

◉ “一本、二本與實踐理性的困境”
발표: 謝曉東(廈門大學)

토론: 박승현(중앙대)

◉ “越南儒學發展過程淺析”
발표: 阮才東(越南社會科學院)

토론: 이해임(한림대)
사회: 안재호(중앙대)

◉ “중국철학에서 형이상학과 종교”
발표: 이장희(경인교대)

토론: 방현주(건국대)

◉ “比較唐君毅與李寒洲之朱⼦⼼義”
발표: 陳繪宇(中央大學)

토론: 이연정(전북대)

◉ “양명학에서의 해석다양성에 관하여: 양명후학의 개념어 운용양상 비교”
발표: 박현정(성균관대)

토론: 김혜수(부산대)

◉ “國族主義與天下”
발표: 梁奮程(臺灣中央硏究院)

토론: 이연도(중앙대)

3부 (18:00~18:30) [127호]
사회: 이원준(인천대)

폐회식
◉ 학부생 논문발표대회 시상
◉ 폐회사

정기 총회
◉ 업무보고 및 학회 규정 개정 심의

만찬(18:3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