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가 이
번에 4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보훈처
의 후원 하에 ‘일제 강점기 한·중 지역 독립운동의 인문학
적 가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시어 학술대회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인문학회장 임경순

오시는 길
1) 시외버스 이용

강변역(지하철 2호선) → 동서울 터미널 → 춘천시외
버스터미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 강원대학교(택시 약 10분, 버
스 약 20분)
버스정류장[2056] : 하차하여 육교 건너서 위치. 7번
대중 버스 ‘과학관입구’에서 하차
교통 2) 경춘선 전철/itx 이용
이용 전철 상봉역(경춘선) → 남춘천역(강원대)
알림
itx 용산역(지하철 1호선) → 남춘천역(강원대)
itx 청량리역(지하철 1호선) → 남춘천역(강원대)
1. 회원님들께서는 학술대회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많
남춘천역 → 강원대학교(택시 약 10분, 버스 약 20분)
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께도
버스정류장[2295] : 남춘천역 출구 바로 앞에 위치
이 대회를 소개해 주시고 학회 가입을 권유해 주십시오.
8번, 9번 버스 ‘강원대후문’에서 하차
2. 연회비 납부, 회원 정보 갱신 등의 회무를 학술대회 기간
20번 버스 ‘과학관입구’에서 하차
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 강일 IC → 미사 IC → 덕소
- 학술대회 참가비: 2만원
IC → 춘천 JC → 춘천 IC → 고속도로 출구에서 우
- 학회회원 연회비: 3만원
승용차 회전(태백교 방향) → 석사사거리 → 강대삼거리에서
이용 우회전 → 강원대학교 정문
한중인문학회 주요 연혁
경기북부·남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강일방면)→ 강
• 1996. 04. 한중인문학회(舊 中韓人文科學硏究會) 창립
일 IC →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동일경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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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등재학술지 유지
판정(2004년 이후)
• 2019. 06. 제44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중국 운남사범대학문리학원)
• 2019. 09. 한중인문학연구 제64집 발간(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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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인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 Chinese Humanities)

제45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

일제 강점기 한·중 지역
독립운동의 인문학적 가치와 전망

• 일 시 : 2019년 11월 30일(토) 09:30∼18:20
• 장 소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3호관
• 주 최 : 한중인문학회, 강원대학교 인문학부 철학전공
• 주 관 : 한중인문학회
• 후 원 : 국가보훈처

■ 09:30 – 10:00

등록 및 접수

[2호관 208호] ▪남궁억의 계몽사상 연구: 무궁화지도의 가치를 중심으로 ■ 13:50 – 17:20 <주제발표>
[2호관 208호]
발표: 하윤서(강원한국학연구원) / 토론: 이난숙(강원대)
좌장: 박윤우(서경대)
▪20世紀前後韓國的關羽崇拜思想
▪13:50 – 14:30 일제 강점기 한·중지역의 독립운동과 한국문학
■ 10:00 – 12:00 <분과별 개인발표>
발표:
李憶琦(동국대),
韓容洙(동국대)
/
토론:
전긍(국민대)
발표: 정호웅(홍익대) / 토론: 구재진(세명대)
사회: 정래필(영남대)
▪14:30 – 15:10 일제강점기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의 인식
과 영향
10:00
–
12:00
제4분과
교육/문화
[3호관
103호]
발표: 한상준(아주대) / 토론: 이상민(충북대)
10:00 – 12:00 제1분과 언어/문학 [2호관 207호]
좌장:
박성일(한국체대)
좌장: 이미림(강릉원주대) ▪1930년대 중국 발행 단행본에 대한 일제의 검열 연구 ▪주요한의 상해 체류 시절 시가와 귀국 후 국민시가 제창 日本出版警察報 내 ‘독립운동’과 ‘반일사상’에 관한 검열 ▪15:10 – 15:20 중간 휴식
좌장: 이은희(한성대)
의 관계
기록을
중심으로
▪15:20
–
16:00
화서학파의
의리정신
및 한·중지역 독립운
발표: 이성혁(한국외대) / 토론: 최호영(인천대)
발표:
엄진주(선문대)
/
토론:
조명숙(아주대)
동의 사상적 가치
▪화계(花溪) 박영만(朴英晩)의 임시정부 하 광복군활동과 ▪廉想涉的《三代》与老舍的《四世同堂》比较
발표: 유성선(강원대) / 토론: 용호선(강원일보)
건국 이후의 작가활동
(염상섭의
<삼대>와
라우서의
<사세동당>
비교)
▪16:00
– 16:40 한·중 지역 독립운동에서 교육의 역할
발표: 권혁래(용인대) / 토론: 홍순애(동덕여대)
발표:
Jin
Yingji(한국조지메이슨대)
/
토론:
박영기(한국외대)
발표: 허재영(단국대) / 토론: 권순희(이화여대)
▪한용운의 만주체험과 그 의미
▪한·중
문화
갈등
해결을
위한
문화
간
의사소통
교육
방안
▪16:40
– 17:20 일제 강점기 한·중지역 독립운동의 영화적
발표: 이선이(경희대) / 토론: 남승원(서울여대)
발표: 장옥새(한국외대) / 토론: 이규정(한국외대)
재구성 - <봉오동 전투>를 중심으로
발표: 황영미(숙명여대) / 토론: 장은영(조선대)
10:00 – 12:00 제2분과 역사/사회 [2호관 210호] ■ 12:00 – 13:00 점심 식사 및 이사회의
좌장: 구문규(강릉원주대)
■ 17:20 – 17:40 <연구윤리교육>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유비무환
사회: 최진환(한국외대)
발표: 김두영(강원한국학연구원) / 토론: 황정희(강원대) ■ 13:00 – 13:20 개회식
[2호관 208호]
편집위원장: 김유중(서울대)
▪1930년대 강원도 농민조합 운동
사회: 조하연(아주대)
발표: 이세진(한국외대) / 토론: 허대영(서울대)
- 개 회 사 : 임경순(한중인문학회장)
▪1948년-49년 중국 하얼빈 한글신문《민주일보》분석
- 축 사 : 조세연(강원대 인문대학 학장)
■ 17:40 – 18:20 정기총회 및 폐회식
발표: 박현규(순천향대) / 토론: 박남용(한국외대)
사회: 이선이(경희대)
회계
보고
감사:
손희하(전남대),
홍순애(동덕여대)
■ 13:20 – 13:50 <기조발제>
[2호관 208호]
10:00 – 12:00 제3분과 철학
[3호관 302호]
좌장: 김유중(서울대) - 폐 회 사 회장: 임경순(한국외대)
좌장: 엄찬호(의암학회) ▪한·중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와 한중 관계의 전망
▪차강 박기정의 선비정신 연구
발표: 반병률(한국외대)
발표: 유정은(강원대) / 토론: 조기연(강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