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Program
August, 20 (Thu)
room Hörsaal 6

Seminarraum

6

Seminarraum

2

August, 21 (Fri)
Seminarraum

3

Seminarraum

5

Hörsaal 6

Seminarraum

Seminarraum

9:10
언어5

9:10
정치3

9:10
역/력사4

Linguistics5

Politics3

History4

6

2

Seminarraum

3

Seminarraum

5

9:00
개회식/Opening Ceremony
(Hörsaal 6)
9:40
언어1
10:00

Linguistics1

9:40
과학ㆍ기술1

9:40
역/력사1

9:40
조선왕조실록

9:40
문학1

Science &

History1

the Joseon

Literature1

Technology1

9:10
9:10
사회ㆍ교육4 철학ㆍ종교1
Sociology &

Philosophy

Education4

&Religion1

Dynasty

11:00

11:50
12:00
중식
Lunch

11:50
과학ㆍ기술2

11:50
문학2

Science &

Literature2

Technology2

12:30

12:30

12:20
사회ㆍ교육1

11:20
예술ㆍ민속1

11:20
경제

Art&Folklore1

Economics

11:50
중식
Lunch

12:30

12:30

중식
Lunch

중식
lunch

13:30

13:30

11:20
11:20
사회ㆍ교육5 철학ㆍ종교2
Sociology &

Philosophy

Education5

&Religion2

13:20

13:20

중식
Lunch

중식
Lunch

Sociology &

13:00

12:50
언어2
Linguistics2

중식
Lunch

중식
lunch

13:30

13:30
역/력사2

Education1

Linguistics6

13:20

History2

14:00

12:50
언어6
13:20

중식
Lunch

중식
Lunch

14:20

14:20
문학3

14:10
예술ㆍ민속2
Art&Folklore2

Literature3

14:20
철학ㆍ종교3
Philosophy
&Religion3

15:00

15:00
언어3
Linguistics3

15:00
사회ㆍ교육2

15:10
정치1

Sociology &
Education2

Politics1

15:40
역/력사3
16:00

History3

16:30
문학4
Literature4

17:00
17:10
언어4
Linguistics4

17:20
정치2
Politics2

16:10
심포지엄/Symposium
(Hörsaal 6)

17:10
사회ㆍ교육3
Sociology &
Education3

17:50
총회 및 폐회식
/The 11th ISKS General Meeting and Closing Ceremony
(Hörsaal 6)

18:00

19:00

19:30
환영회/Welcome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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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폐회만찬/Farewell Dinner

Hörsaal 6
언어 / Linguistics

20일

21일

언어1

사회 : 강보유(복단대학교)

9:40

말줄기와 토결합표기의 력사적변천에 대하여

문영호(조선사회과학원)

10:10

증거성과 인칭

송재목(한국외국어대학교)

10:40

한국어 집합 명사와 복수 표지 ‘들’의 의미

전영철(서울대학교)/
황정희(평택대학교)

11:10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 명사구 접근성 계층(NPAH) 논의 최혜령(복단대학교)

언어2

사회 : 김영수(연변대학교)

12:50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그 의미

백두현(경북대학교)

13:20

『吏文輯覽』과 吏文의 언어

양오진(덕성여자대학교)

13:50

위구르인 偰長壽의 귀화와 조선의 외국어 교육
-위구르 문자의 女眞學書를 중심으로-

정광(고려대학교)

14:20

한글(조선글) 자모의 명칭과 배열순서에 대한 역사적 연구

홍윤표(전 연세대학교)

언어3

사회 : 문영호(조선사회과학원)

15:00

客, 粤, 閩 방언과 한국한자음의 陽聲韻尾 대조
-[-m]운미를 중심으로-

김영란(상해외국어대학교)

15:30

의주지역어 활용어간의 공시형태론

이금화(난징대학교)

16:00

접촉언어학의 시점에서 본 중국 조선족의
언어사용 실태와 전망

장흥권(중앙민족대학)

16:30

동시통역의 분류와 신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성일(대외경제무역대학교)

언어4

사회 : 홍성일(대외경제무역대학교)

17:10

인지적 대조언어학의 방법 - 문화인지적 해석 기반
-구문 분석 방법과의 비교 속에서-

강보유(복단대학교)

17:40

On Subject Omission in Japanese and Korean
Declarative Sentences and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Eunjoo Park(Koreanische
Schule in Hamburg)

18:10

한국어 ‘것이다’ 구문과 중국어 ‘是……的’ 구문의 대조연구

이화자(상해외국어대학교)

언어5

사회 : 홍윤표(전 연세대학교)

9:10

한국어 명사절의 역사적 변화

권재일(서울대학교)

9:40

《론어언해》와 16세기 유경언해의 언어적특성 고찰

김광수(연변대학교)

10:10

《번역로걸대》와 《로걸대언해》의 비교연구

김영수(연변대학교)

10:40

조선시대 역학서의 어휘 배열 순서
–친족 명칭 어휘를 중심으로

연규동(연세대학교)

언어6

사회 : Eunjoo Park(Koreanische Schule in Hamburg)

12:50

서남아시아로부터 동북아시아로의 어휘 전파
- 한국어의 한두 사례를 중심으로

여채려(경희대학교)/
김양진(경희대학교)

13:20

Three notes on globalization of hangul

Chin W. Kim
(University of Illinois)

13:50

Making Hangul Accessible in Other Modalities: cihwa
(指話) and cemca (點字)

Simon Barnes-Sadler
(University of London)

14:20

The Languages of Korean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Nam Sun Song
(Osaka Universit of
Economics and Law)

14:50

19세기 말~20세기초 조선의 영문 잡지에 나타난 ‘조선어’ 인
식에 대하여 – 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n
이상혁(한성대학교)
Review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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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raum 6
과학ㆍ기술 / Science & Technology
과학ㆍ기술1 사회 : 전호근(경희대학교)

20일

9:40

한국에서 공공병원의 변천과 그 의미

박세홍(서울대학교)

10:10

사회의학연구회를 중심으로 본 현대 보건의료운동의 궤적

최규진(인하대학교)

10:40

전후복구기 보건의료분야 재건에서 외국 원조의 성과와 영향
황상익(서울대학교)
-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국립의료원

11:10

90년대 이후 한국의 항노화 의학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황임경(제주대학교)

과학ㆍ기술2 사회 : 황상익(서울대학교)
11:50

근대 초기 조선 여성지식인의 실태-조선여성지성사 서술을
위한 시론

이영아(명지대학교)

13:30

1900-1920년대 노인(老人) 이미지의 변화

장석만(한국종교문화연구소)

14:00
14:30

‘범죄자’의 신체, 조선인의 ‘정신’
정준영(서울대학교)
경성제대 정신의학교실의 서대문형무소 연구
일제강점기 조선 여성 의학계 지식인의 실태-도쿄여의전 졸
최은경(서울대학교병원)
업 3인을 중심으로

정치 / Politics
정치1

사회 : 김성민(건국대학교)

15:10

북한의 환경기술 연구현황 분석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안

김종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40

남북관계에 대한 집합의식의 구조와 변화: 2007-2014

박명규(서울대학교)

What is to be Don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Legal Accountability in South Korea
한국 언론과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 네트워크 분석
- SNA를 통한 미·중·일 전문가를 중심으로

Tae Ung Baik(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6:10

20일

16:40
정치2
17:20
17:50
18:20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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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철(원광대학교)

사회 : Tae-Ung Baik(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Nation-state in a Trans-national World: South Korea’s Changzoo Song
Effort to Create a De-territorialised Nation
(University of Auckland)
해양명칭 논쟁의 본질과 해법 모색: 한국의 동해 명칭을 사례
이상균(동북아역사재단)
로
Patrick Flamm(University
“Korea’s Growing Role(s) in the World
of Auckland)

정치3

사회 : 김병로(서울대학교)

9:10

Inter-Korea Relations in the Changing East Asian
Security Architecture

9:40

Post-unification Inter-Korean Intercultural
Won Jung Min(Pontifical
Communication:Examining History Education Impact on Catholic University of
New Identity Formation
Chile)

10:10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선군정치

심승건(조선사회과학원)

10:40

조선의 냉전종결 인식과‘선군’

이소자끼 아츠히또
(Keio University)

Sandip Kumar Mishra
(University of Delhi)

Seminarraum 6
예술ㆍ민속 / Art & Folk
예술ㆍ민속1 사회 : 한경자(강원대학교)

21일

11:20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노래 《아리랑》의 곡명과 곡수에
대한 연구

11:50

모란봉악단의 특징과 그 사회적 의미에 관한 고찰

13:30

Envisioning the Empire in the Late Chosŏn Visual
Culture

공명성(조선사회과학원)
모리 토모오미
(리츠메이칸대학)
Yoonjung Seo(Forum
Transregionale Studien)

예술ㆍ민속2 사회 : Yoonjung Seo(Forum Transregionale Studien)
14:10
14:40

진주검무 변화에 관한 소고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의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
무용에서 ‘실기기반 연구’에 관한 고찰 개념과 과정을 중심으로

이종숙(성균관대학교)
조기숙(이화여자대학교)

15:10

최승희춤, 미주ㆍ구라파 순회공연의 총체적 연구

한경자(강원대학교)

15:40

전통춤에서 안무변화와 매체 교체의 의미 해석

황희정(한국예술종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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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raum 2
역사 / History
역/력사1

11:10

‘4・3희생자’ 되기 - 재구성되는 학살경험과 가족서사의 통합
혹은 균열
‘기지촌 경제’ 담론의 전개와 주한 미군 사회정체성의 형성
(1969~77년)
The Political Economy of Nation-Building: Two
Competing Views of “Tradition” in 1960s and 1970s
South Korea
‘해방’ 70주년을 맞는 한반도-조선반도의 ‘식민지적 근대’

정태헌(고려대학교)

11:40

통일우클라드의 모색, 남북의 협동조합

정진아(건국대학교)

9:40
10:10
10:40

역/력사2
20일

사회 : 김인숙(조선사회과학원 )
고성만(리츠메이칸대학)
금보운(고려대학교)
Sang Hyun Yun(Seoul
National University)

사회 : 정태헌(고려대학교)

13:30

반제반파쑈투쟁에서 참다운 국제주의적모범을 창조한 조선
인민의 항일무장투쟁

김인숙(조선사회과학원)

14:00

만주국시기 민족협화운동과 재만조선인 정체성

손춘일(연변대학)

14:30

국가기록원자료를 통해 본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

송규진(고려대학교)

15:00

Reorienting Manchuria in the Historical Lineage of
Ancient Korea
Ch’oe Namsŏn and his life in Manchukuo

Stella Xu(Roanoke
College)

역/력사3

사회 : Edward J. Shultz(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5:40

고구려 건국신화의 형성과 변용

금경숙(동북아역사재단)

16:10

새로 조사발굴된 고구려평양성일대의 성곽유적들에 대하여

손수호(조선사회과학원)

16:40

鳥羽冠을 쓴 人物圖의 類型과 性格
-외국 자료에 나타난 古代 한국인의 모습을 중심으로-

정호섭(한성대학교)

17:10

新羅 下代 興德王과 興武大王

조범환(서강대학교)

역/력사4

사회 : 송규진(고려대학교)

9:10

Chông Yakchong and the Chugyo Yoji: orthodox heresy

Patrick Kilkelly(London
University)

9:40

고려시대 巫俗信仰의 내용과 변화

김갑동(대전대학교)

10:10

정축약조를 통해 본 朝淸關係의 한 斷面
-顯宗代 安秋元 事件을 중심으로

김근하(서강대학교)

Koryǒ and Today

Edward J. Shultz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21일

10:40

경제 / Economics
사회 : 배광웅(오사카교육대학)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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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특수경제지대의 창설과 개발실
김철준(조선사회과학원)
태

11:50

일본에서의 재일 코리안 기업가연구의 동향

배광웅(오사카교육대학)

13:30

한국의 고령화와 사회복지

이상협(하와이대학교)

Seminarraum 3
조선왕조실록 활용 현황 / The Current Uses of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사회 : 이순구(국사편찬위원회 )

20일

9:40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영역사업

이순구(국사편찬위원회)

10:10

조선봉건왕조실록번역의 학술적기초

송현원(조선사회과학원)

10:40

조선시대의 실록 편찬과 사초

김현영(국사편찬위원회)

11:10

규장각의 설치와 그의 직능

정웅철(조선사회과학원)

11:40

The Significance of the Sillok in the Western World:
Past, Present, and Future

Milan Hejtmanek(Seoul
National University)

사회ㆍ교육 / Sociology & Education
사회ㆍ교육1 사회 : 이지치 노리코(오사카시립대학)
12:20

한국, 일본, 미국의 단위제 교육과정 비교 연구

이길상(한국학중앙연구원)

12:50

해방기 재일조선인학교 교재에 나타난 동요ㆍ동시에 대해서 지정희(에히메대학)

14: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중시정책과 강성국가건
한향미(조선사회과학원)
설

사회ㆍ교육2 사회 : 최태호(중부대학교)
15:00

15:30
20일
16:00

16:30

인문학적 통일사유와 통일인문학의 패러다임

박영균(건국대학교)

엄기욱(군산대학교)/
한국과 대만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아내학 윤정수(바이카여자대학)/
대의 관련성
김정숙(경상남도청)/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나카지마 가즈오(료비헬시케
어)
파스키에 오렐리앙 리옹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에서의 역사 인식 문제와 대중문화의 수 (제3대학)/
출 ―2014년 앙굴렘 국제BD페스티벌「지지 않는 꽃」전을 야마나카 치에 (진아이대학)/
중심으로―
무라타 마리코 (간사이대학)/
이토 유 (쿄토세이카대학)/
디아스포라의 삶의 지향: 모국과 타국
전신자(연변대학)
중국조선족여성과 북한여성의 이주결혼 비교연구

사회ㆍ교육3 사회 : 이길상(한국학중앙연구원)
17:10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고찰
- 이용 서비스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

강민호(도시샤대학대학원)/
박인아(호남대학교)

17:40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논의

조현영(도시샤대학대학)

18:10

한국과 일본의 기부에 대한 비교연구
-개인기부 및 기부정책을 중심으로

조형범(도시샤대학)

사회ㆍ교육4 사회 : 윤정수(바이카여자대학)

21일

9:10

解放後済州島出身者渡日史의 形成過程
−在日済州島出身者의 生活史調査를 통해

이지치 노리코(오사카시립대
학)
토모오카 유키
(이화여자대학교)

9:40

한국의 돌봄 노동자 실태조사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10:10

한국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정희성(동지사대학원)

10:40

한국문화와 효의 현대적 의미 변용 연구

최태호(중부대학교)

사회ㆍ교육5 사회 : 한향미(조선사회과학원)
11:20

조선학교의 역사와 그 존재 의의
송기찬(리츠메이칸대학)
― 일본내 분리주의적 교육자치 공간의 탄생과정을 중심으로

11:50

제국 일본의 소국민담론과 <수업료>의 영화화

양인실(이와테대학교)

12:20

한국 ‘기지촌’, 이민자 2세 아이들의 언어생활

정육자(도쿄대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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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raum 5
문학 / Literature
문학1

사회 : 김철(조선사회과학원)

9:40

중국 조선족 문학 교육과 한반도 문학의 관련성

김춘선(중앙민족대학교)

10:10

한국의 디지털 인문학

김현(한국학중앙연구원)

10:40

코리언의 분단 트라우마 실상과 치유 방안

김종군(건국대학교)

11:10

한민족 문학사 기술을 위한 시론

최병우(강릉원주대학교)

문학2

사회 : 김진걸(베이징제이외국어대학)

11:50
12:20

20일

Lyudmila Atanasov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2:50

Modern Places, Modern Minds:
Functions of Narrative Space in Yi Gwangsu’s Novels

문학3

사회 : 김종군(건국대학교)

14:20

『대학』의 ‘수기’이념과 고시조

김진걸(베이징제이외국어대
학)

14:50

변신형 설화 및 이물교혼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설화와 공동
체의 상호작용

유진아(한국학중앙연구원)

15:20

열녀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순구(국사편찬위원회)

15:50

중국에서의 임제 문학사상 연구

황현옥(복단대학교)

문학4

사회 : 황현옥(복단대학교)

16:30
17:0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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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권에서의 Korean Studies 역사, 현재 와 미래를 궁금
Helga Picht
하면서
이광수의『무정』과 타고르의『고라』에 나타난 탈식민성 칸 앞잘 아흐메드(경북대학
비교 연구
교)

《국민문학》에 실린 김사량의 소설들을 통하여 본 민족문학
에 대한 론의
The Topography of Jeongeup City and the Childnarrator’s Initiation Process under War Circumstance in
Yun Heung-gil’s The House of Twilight
김달수와 문학운동 ―리얼리즘연구회를 중심으로

김철(조선사회과학원)
Catalina Stanciu(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히로세 요이치
(일본학술진흥회)

Seminarraum 5
철학ㆍ종교 / Philosophy & Religion
철학ㆍ종교1 사회 : 신광선(조선사회과학원)
9:10

21세기 한민족(한겨레, 조선동포)공동체 형성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한 한국철학의 과제

김방룡(충남대학교)

9:40

한국에 온 호승(胡僧)들: 외래포교자일까. 한국불교인일까

김성순(Geumgang Center
for Buddhist Studies)

10:10
10:40

한국신종교 운동의 지형(Locality)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일제식민지 종교정책과 한국사회 종교지형의 변화를 중심 박광수(원광대학교)
으로한국 인문학자의 통일사유-강만길, 백낙청, 송두율을 중심으
이병수(건국대학교)
로

철학ㆍ종교2 사회 : 김방룡(충남대학교)
21일

11:20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三國遺事:
Taehyŏn’s Yogācāra and Pŏphae’s Avataṃsaka

Pascal Kim(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1:50

다산 정약용의 불교관과 소통 윤리

김혜련(충북대학교)

12:20

조선실학사상의 우수성

신광선(조선사회과학원)

12:50

한국전통사상 속에 나타난 관용의 정신

이병욱(고려대학교)

철학ㆍ종교3 사회 : 박광수(원광대학교)
14:20
14:50
15:20

Halla Kim(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Eric S. NELSON(Hong
Suffering, Evil, and Emotion: A Joseon Debate between
Kong University of
Neo-Confucianism and Buddhism
Science and Technology)
Logic and Religious Cultivation in Korean Zen and
Jin Y. Park
Huayan Buddhism
(American University)
Kwŏn Kŭn and Tasan on the Nature of the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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