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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0년 한국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 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2020년 하계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
로나19(COVID-19)의 유행에 따라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
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2019년 7월 30일(목) 13:40 ~ 18:00
나. 방법: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 WEBEX 사용
다. 주제: 한문학의 성별성, 문자 체계의 젠더
-한문학의 영역과 경계, 연구 방법과 시각의 생산적 확장을 위하여라. 주최: 한국한문학회

붙임: 1. 2020년 한국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 안내
2. WEBEX를 통한 화상회의 접속 방법

끝.

韓國漢文學會

2020년 한국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 안내
❏ 일시: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13:40~18:00

12:30~13:40

화상회의 접속 및 통신 점검

13:40~13:50

개회사

13:50~14:50

자유주제 발표 및 토론

14:50~15:00

중간 휴식

15:00~16:15

기획주제 발표

16:15~16:30

중간 휴식

16:30~17:50

종합토론

17:50~18:00

폐회사 및 연구윤리 교육

❏ 학술대회 일정(세부)
○ 자유주제 발표 및 개별토론

발표 및 내용

비고

▪ 광해군-현종-숙종代 매월당 김시습에 대한 기억
강창규(부산대)

13:50-14:20

토론 : 양승민(선문대)

전지원(부산대)
토론 : 김영진(성균관대)

14:50-15:00

중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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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용인대)

▪ 17세기 사족여성의 노동 형상화
14:20-14:50

사회:

○ 기획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

발표 및 내용
15:00-15:15

15:15-15:30

15:30-15:45

15:45-16:00

비고

▪ 코이네(Koine)로서의 한자와 하위주체로서의 여성
김우정(단국대)
▪ 젠더적 시각을 통한 한문학의 재맥락화 논의에 대한 단상
김용태(성균관대)
▪ 한문과 하위주체 그리고 소통과 명령
박영민(고려대)
▪ 유한당 홍원주 시 고찰

사회:
신상필
(부산대)

김기림(조선대)
▪한문학에서의 젠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일고

16:00-16:15

-열녀 기록과 그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홍인숙(선문대)
중간 휴식

16:15-16:30

좌장:

▪ 종합토론
16:30-17:50

김동준(이화여대), 하지영(세종대), 김현미(한중연),

송혁기

임미정(연세대), 성민경(이화여대)

(고려대)

○ 폐회사
17:50-18:00

▪ 폐회사 및 연구윤리 교육
진재교(한국한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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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EX를 통한 화상회의 접속 방법
* 접속에 필요한 미팅번호는 ‘919667419’이며,
학술대회 당일 12시 30분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화상회의 시 스피커 소리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이어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최측에서 마이크 사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 발표자, 토론자, 좌장, 사회자 선생님 및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학술대회 개최 1시간 전에 접속하여 카메라와 마이크를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속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학술대회 당일 총무간사(김준섭, 010-9667-5700)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PC 사용자 >
1) https://www.webex.com/downloads.html 에 접속하여 ‘Webex Meetings’ 다운 및 설치
2)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이름, 이메일 입력 후 ‘손님으로 사용’ 클릭
3) ‘미팅 정보 입력’ 란에 지정된 ‘919667419’ 아홉 자리 숫자를 입력

<스마트폰, 테블릿 사용자>
1)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Cisco Webex Meestings’ 설치
2) 애플리케이션 접속 후 ‘미팅에 참여’를 누름
3) 이름, 이메일을 입력 후 ‘미팅 번호 또는 URL’ 란에 ‘919667419’ 아홉 자리 숫자를 입력
<사용 중 안내사항>
1) 카메라 모양의 버튼이 빨간색이 되면 카메라가 꺼지고 검은색이 되면 켜짐
2) 마이크 모양의 버튼이 빨간색이 되면 마이크가 꺼지고 검은색이 되면 켜짐
- 발표, 토론, 질의 순서가 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이크는 꺼두기를 권장합니다.
3) 발표 및 토론 시 PPT, 사진, 영상 사용이 필요하신 분은 주최측에 연락 주시면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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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1. 우리 학회는 회원여러분의 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2020년도 연회비(4만원)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주시거나 학술대회 당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2-659-774169 【예금주: 한국한문학회(진재교)】
2. 아울러 주변에 아직 우리 학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가입하도록 적극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은 학회홈페이지(http://kohanhak.jams.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에 가입비 1만원과 연회비 4만원을 위의 학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3. 한국한문학연구 제79집의 투고 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투고 안내
메일은 향후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학술대회 참가 문의
- 학회 메일 문의: kohanhak@hanmail.net
- 전화 문의: 총무이사 이현일(010-9086-3780) / 하정원(010-4550-3449)
총무간사 김준섭(010-9667-5700) / 강민형(010-487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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