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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존경하는 광동외어외무대학교 선생님들과 국제고려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고려학회를 대표하여 한마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아세아학과에서 교수이자 국제고려학회 회장을 맡고있는 도날드 베이커 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제 11 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하시기 위해 먼길을 와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국제고려학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2 년에 한번 개최되는 본 학술토론회는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한 생각하게 해주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학술토론회 입니다. 회의 기간 

중 참가자 여러 분들께서 담론을 나누시는 과정에서, 또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절친한 동지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학술토론회의 가치는 당연히 그 학술적 의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학술적 

의의 못지않는 또 하나의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발표와 토론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교류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존재해왔던 

Korea반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인 코리아의 사회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민집단의 공익을 위해서 계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시대는 21 세기. 세계촌에 사는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풍속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았던 것을 본받아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학술계를 조직합시다. 그 

학술계의  토대로  국제고려학회를 삼으면 어떨까요?  

학술계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신용을 길러주는 신뢰공동체, 서로 돕고 이끄는 상생 

공동체도 조직합시다. 그 조직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중에 어떤 노래가사가 바로 

이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노래는 미국인 가수 Fleetwood Mac (플릿우드 맥)의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 (내/래일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마세요) 입니다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 내/래일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마세요 

Don't stop, it'll soon be here    포기하지마세요 내/래일은 눈앞에 와있어요. 

It'll be better than before      내/래일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고. 

Yesterday's gone, yesterday's gone  어제는 벌써 사라졌어요 

  

과거의 안좋은 일들에 얽매어서 한숨을 쉬기보다 아름다운 내/래일, 미래를 지향하며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보자는 의미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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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이 노래 가사도 마음에 듭니다.  

 

We can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in which to live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Hand in hand we can start to understand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서로 

Breaking down the walls that come between us for all time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우리 국제고려학회 회원들이 학문을 사랑하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사상, 신조는 

차이가 있겠지만, 코리아를 연구하고 사랑한다는 그 점에서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고,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발표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동아시아의 전통 유산의 하나인 유교 교리를 보면 우리는 코리아의 문화, 역/력사, 언어, 

경제, 그리고 정치까지도 함께 연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인간은 고립 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도 율/률곡 이/리이의 말은 현재를 사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그 말이 바로 “이/리통기국”(理通氣局)이란 말 입니다. 인간은 이/리(理)를 따르면 

개인의 이/리익보다 공익(公益)를 앞세울 수 있고, 기(氣)를 따르면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리(理)란 형이상학적 혹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하나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이/리해해야 하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며, 어떻게 존중해야 하며, 어떻게 진실하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교경전의 대학(大學)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修身齊家治國平天下)> 란 말이 

있습니다.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워야 세계(천하) 평화의 시대를 성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국제고려학회가 그런 평화성취의 하나의 모범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희들의 상봉과 본 학술토론회의 성공적인 운영 및 개최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광동외어외무대학 선생님들,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국 성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고려학회  

회장 도날드 베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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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of 

Welcome 

 

 

 

 

 

 

 

 

 

 

 

 

 

 

 

 

 

 

 

 

 

 

Greetings. Please permit me to borrow this podium for a couple of minutes to say a few words 

of greeting. I am Donald Baker,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nd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 want to welcome all of you who have, despite the heat and humidity, com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to participate in this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at the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s you all know,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us for much reflection and learning.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it is my hope that, as we share our thoughts with each other, we will 

become friends who both teach each other and learn from each other. This is more than just a 

scholarly conference.  I think it has much more significance than that. It is my hope that by 

coming together to share our thoughts and ideas as friends we will contribute to the start of 

thawing of the  tens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been in a situation of 

unending conflict and tension for over half a century.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villagers would form mutual aid societies in order to promote 

the good of the village as a whole.  Today we live in a global village.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we take that admirable behavior of villagers as a model for our own behavior. Just as 

villagers in the past helped each other through mutual-aid societies, I propose that we should 

avail ourselves of the opportunity these meeting provides to form a “Mutual-aid Scholarly 

Association.” Why don’t we take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as the 

foundation for such an Association? 

 

This association should not be only for mutual aid in scholarship. We should also make it a 

community of mutual trust as well as a community of mutual support in which we help each 

other. If you ask me how can we form such an association, let me refer you to the lyrics of a 

couple of popular songs. 

 

There was a popular song in North American a few years ago, sung by Fleetwood Mac, called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  That songs tells us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 

Don’t stop, it’ll soon be here. 

It’ll be better than before. 

Yesterday’s gone, yesterday’s gone. 

 

This song tell us that we should not bear grudges over things that happened in the past but 

instead should focus our attention on the good thing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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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popular song with relevant lyrics is the song “Hand in Hand” from the 1988 

Olympics.  

That songs tell us: 

 

We can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in which to live 

Hand in hand we can 

start to understand 

Breaking down the wall the come between us for all time.  

 

W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despite our scholarly and even 

political differences, share a love of Korea. Though studying Korea together, we can teach 

each other and learn from each other.  If we learn from Confucianism, a legacy from the 

traditional culture of all of East Asia, we can even more effectively engage in joint research on 

Korean literature, history, language, economy and even politics. Why do I say that, you may 

ask. Confucianism teaches us that human beings are not isolated individuals but instead are 

social beings.  

 

It would be beneficial if we would take a slogan of Yulgok Yi as our slogan. That slogan is “Li 

unites but ki divides.” What that means is that, because of Li, we can give priority to the 

common good over individual benefit but that ki stimulates a tendency to pursue personal 

profit. Li is not some abstract metaphysical concept.  Rather it is a model we should apply to 

our everyday lives.  What kind of model, you may ask.  Li tells us how we should treat each 

other, how we should understand each other, how we should help each other, how we should 

respect each other, and how we should take each other seriously.  

 

In the Confucian Classic the Great Learning, we find the references to “cultivating your 

moral character, then regulating your family and governing the country to that there will be 

peace under heaven.” This means that if everyone gives priority to the common good rather 

than individual benefit, then we can achieve peace on this planet. I believe such world piece 

can begi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n closing, I would like to thank those who have made this meeting possible, the 

hard-working faculty of the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the staff based in 

the ISKS office in Osaka.  

 

Donald BAKER, Ph.D 

President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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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개요 

 

 

 

제 11 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일시 2013 년 8 월 22 일(목)－23 일(금) 

Dates  August 22 (Thurs)－23 (Fri), 2013 

 

장소  광동외어외무대학 

Venue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 한국・조선어, 영어  

Language  Korean, English 

 

주최  국제고려학회 

Co-organized  광동성국제전략연구원 (广东省国际战略研究院) 

 광동외어외무대학동방어언문화학원 

  (广东外语外贸大学东方语言文化学院)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Guangdong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rategies 

 Faculty of Asian Language and Cultures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Suppor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분과 / 역/력사  History 언어 Linguistics  

Sessions 문학  Literature  사회・교육  Sociology / Education 

 정치  Politics  경제  Economics 

 예술민속  Art / Folklore 

 철학・종교  Philosophy / Religion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국 

Head Offic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4-5-5-506, Nishitenma, Kita-ku, OSAKA, JAPAN 

Tel : +81-6-7660-8045 / Fax : +81-6-7660-7980 

E-mail:info@isks.org    http://www.isks.org/ 

http://www.isk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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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정 / PROGRAM 
2013 년 8 월 21 일 (수) 

13:00 – 17:00 등  록   /   Registration                  회장: 保利山庄 

18:00 – 19:00 석  식  /    Dinner                   회장: 保利山庄  2F 

국제고려학회 제 10 차 운영위원회  /  The 10th Executive Committee                             

 
2013 년 8 월 22 일 (목) 

9 : 0 0  –  9 : 3 0 개  회  식    /   Opening Ceremony          회장: 行政楼 3F国际会议厅 

9:40 – 10:40 기 조 강 연 Ⅰ   /   Keynote Speech 1  

10:50 – 11:50 기 조 강 연 Ⅱ    /   Keynote Speech 2 

11:50 – 13:00 중 식 / Lunch                      장소: 湘味园 

Time＼Room  
第七教学楼3F 

311 
第七教学楼3F

313 
第七教学楼3F 

316 
第七教学楼3F 

317 
第七教学楼3F 

318 

13:00 - 15:00 

분
과
회 

언 어 1 
Linguistics 1 

예술 / 민속 
Art / Folk 

역/력사 1 
History 1 

정치 1 
Politics 1 

경 제 

15:00 – 15:20 휴 식 / Coffee Break 

15:20 – 17:20 
언 어 2 

Linguistics 2 
문 학 1 

Literature 1 
역/력사 2 
History 2 

정치 2 
Politics 2 

사회 / 교육 1 
Sociology / 

Education 1 

18:00 –20:00 환 영 회 / Welcome Dinner           회장: 逸林假日酒店 

 
2013 년  8 월 23 일(금) 

✳사무국은 第七教学楼  3F 의  301교실이고, Coffee Break(다과실)은 302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3 년 8 월 24 일 (토)     답 사 / Tour    

아침식사 후 8:30 출발---22:00 숙소 도착 
2013 년 8 월 25 일 (일)     귀 국 / Departure   

10:00 – 11:30 

분
과
회 

언 어 3 
Linguistics 3 

문 학 2 
Literature 2 

역/력사 3 
History 3 

정치 3 
Politics 3 

사회 / 교육 2 
Sociology / 

Education 2 

11:30 – 13:00 중 식 / Lunch                    장소:蠔皇酒家 

13:00 – 14:30 
언 어 4 

Linguistics 4 
문 학 3  

Literature 3 
역/력사 4 
History 4 

철학 / 종교 1 
Philosophy /  

Religion 1 

사회 / 교육 3 
Sociology / 

Education 3 

14:30 – 15:00 휴 식 / Coffee Break 

15:00 – 16:30 
역/력사 6 
History 6 

문 학 4  
Literature 4 

역/력사 5 
History 5 

철학 / 종교 2 
Philosophy /  

Religion 2 
 

17:00 – 18:00 
“국제고려학회 제 10 차 총회” 및 폐회식         회장: 行政楼 3F 国际会议厅 
The 10th ISKS General Meeting and Closing Ceremony 

18:30 – 20:30 송 별 회 / Farewell Dinner           회장: 保利山庄  2F  

http://ejje.weblio.jp/content/executive+committee
http://ejje.weblio.jp/content/philosophy
http://ejje.weblio.jp/content/religion
http://ejje.weblio.jp/content/philosophy
http://ejje.weblio.jp/content/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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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목) 

 

13:00 - 15:00                                                             회장:  第七教学楼  3F 

【언어 1】  사회：연재훈 (런던대학)                                              회장: 311 교실 

・조선 삼국시대의 언어접촉과 언어겸용에 대한 접촉언어학적연구  

-고대 코리아민족승려들의 언어겸용을 중심으로- 

・《훈민정음해례 》용자례 (用字例)의 단어선정 및 우리말의 변화 고찰 

・남북 서사규범의 역사적 상관 관계 연구 

-<훈민정음>(1446)과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을 중심으로- 

・훈민정음 중성의 모음조화 

 

: 장흥권 (중앙민족대학 ) 

 

: 김광수 (연변대학) 

: 이상혁 (한성대학교) 

 

: 정 광 (고려대학교) 

 

【예술 / 민속】  사회：공명성 (조선사회과학원)                                   회장: 313교실 

・漢·韓·滿 세 민족의 金氏 姓의 始原에 대한 서지적 고찰 

 

・기단을 통하여 본 조선전통살림집의 우수성에 대하여 

・한국문화의 중층성과 융복합성; 실크로드와 한류로드 

・Remaining in Transition: the case study of Kŭmgangsan kagŭktan, 

Korean professional artistic troupe  

in the North Korean community in Japan 

 

: 김동훈, 한정숙  

 (상해공상외국어대학)                                                            

: 현준일 (조선사회과학원) 

: 최광식 (고려대학교)  

: AeRan JEONG  

(University Paris 8) 

 

 

【역/력사 1】  사회：조법종 (우석대학교)                                        회장: 316 교실 

・The Challenges of Translating into English the Samguk sagi : 

The Silla Annals・ 

・The Course of Korean Historiography : from Orthodox to post-Altaic 

 

・한(조선)반도에서 지속되는 ‘식민지적 근대’의 지양과 전환 

・평양 《기린굴》을 통해본 고려사람들의 고구려계승인식 

 

: Hugh H. W. Kang, Edward J. Shultz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Andrew Logie  

(University of Helsinki) 

: 정태헌 (고려대학교) 

: 황명철 (조선사회과학원) 

 

■ 기조강연 ■ 09:40 - 11:50                                        회장:  行政楼 3F 国际会议厅 

【Ⅰ】  사회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국 

・ The Important Role of Korea  

in the Pre-modern History of East Asia 

・ 중국 조선족 문학과 조선반도 문학 - 최홍일의 경우 

 

: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서영빈 (대외경제무역대학교) 

【Ⅱ】  사회 :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국 

・보건의료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조선민중들의 삶 

-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와 실 

・민족악기 거문고의 시원과 연혁에 대한 연구 

 

: 황상익 (서울대학교) 

 

: 공명성 (조선사회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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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  사회：백태웅 (하와이대학)                                           회장: 317 교실 

・Democratization, Political Modernization and Peace in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선군정책 계승에 대하여 

・The formation conditions of deterrent strategy against the US of DPRK 

 

・ 북핵문제에 대한 하나의 정치철학적 접근:  

평화적 해결원칙을 도출하기 위하여 

 

: Mohammad Habibur Rahman 

(Bangladesh Open University) 

: 신광선 (조선사회과학원) 

: SONG Key Young  

(Ritsumeikan University) 

: 최형익 (한신대학교) 

 

 

【경제】  사회：배광웅 (오사카교육대학)                                         회장: 318 교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새 세기 산업혁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의 광공업인프라 연구 

 

・21 세기의 중국조선족사회 변동 - 인구류동을 중심으로- 

 

 

: 강철민 (조선사회과학원) 

: Rainer Dormels 

 (University of Vienna) 

: 윤은철 (오사카경제법과대학) 

 

15:20-17:20                                                              회장:  第七教学楼  3F 

【언어 2】  사회：송남선 (오사카경제법과대학)                                   회장: 311 교실 

・조선어기능문법서술의 원칙적방향 

・중앙아시아 고려말 문어의 성격과 특징  

・최근세 국어의 국어사적 위치와 특징 

・한국어의 서술절과 용언절에 대하여 

 

: 정순기 (조선사회과학원) 

: 권재일 (서울대학교)  

: 홍윤표 (연세대학교) 

: 최호철 (고려대학교) 

 

【문학 1】  사회：박은숙 (산동대학교)                                            회장: 313 교실 

・The Effects of War and the Strategies for Salvation  

in Postwar Korean Society in Chang Yong Hak’s The Poetry of John 

・계몽기가요와 조령출의  해방전 가사창작에 대하여 

・『熱河日記』를 통해 본 淸朝의 文化政策 

 

: Catalina Stanciua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고철훈 (조선사회과학원) 

: 진빙빙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역/력사 2】  사회：박현숙 (고려대학교)                                         회장: 316교실 

・고구려사 관련 중국의 POST 東北工程 동향 

・최근에 발굴한 발해시기유적에 대하여 

・4세기 고구려와 前燕의 외교관계 

・8~10세기 황해 교역 

 

: 정호섭 (한성대학교) 

: 주광일 (조선사회과학원) 

: 금경숙 (동북아역사재단) 

: 윤재운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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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  사회：최형익 (한신대학교)                                           회장: 317 교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한반도의 평화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 동아시아에서의 인권협력과 한국의 역할 

・통일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고찰 

・소통으로서의 통일론 

 

: 이재봉 (원광대학교) 

: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 이병수 (건국대학교) 

: 박영균 (건국대학교) 

 

【사회 / 교육 1】  사회：김병로 (서울대학교)                                     회장: 318 교실 

・중국 조선족 결손 가정아동(留守儿童)  현황 조사와 분석 

・중국조선족인구이동으로 인한 중국조선족사회의 변모 

・일본에서 본 한국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특징 

・한국가정위탁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요보호아동 배치의 쟁점을 중심으로- 

: 최영금 (할빈사범대학) 

: 방철봉 (오사카경제법과대학) 

: 배광웅 (오사카교육대학) 

: 백승국 (도시샤대학) 

 
       

8월 23일 (금) 

 

10:00-11:30                                                              회장:  第七教学楼  3F 

【언어 3】  사회：홍윤표 (연세대학교)                                            회장: 311 교실 

・대규모 신문 자료에 나타난 어휘 변화의 추이 -‘가족’을 중심으로- 

・관계절 습득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와 한국어 관형절 교육  

・Learners’ Awareness of Contextual Variables and Strategy Use  

in Evaluation Speech Act 

 

: 김일환 (고려대학교) 

: 연재훈 (University of London) 

: Xi CHEN (University of London) 

 

 

【문학 2】  사회：서영빈 (대외경제무역대학)                                     회장: 313 교실 

・일제강점기 조선족 이민문학의 혼종성 

―겸하여 친일문학과 체제협력문학의 차이를 론함 

・｢만세전｣과 ｢이것이 바로 나의 모국이다｣에서 나타난 시대 상황 비교 연구 

・문학의 윤리: 자기 준거의 창발과 실천   

 

: 장춘식 (중국사회과학원) 

 

: 칸, 앞잘 아흐메드 (경북대학교) 

: 조규형 (고려대학교) 

 

【역/력사 3】  사회: 금경숙 (동북아역사재단)                                      회장: 316교실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and Western Powers Surrounding  

‘Colonial Korea’: Focusing on the Processes of  

Abolishing Foreign Settlement in Korea 

・天津과 仁川의 공업화 비교 

-개항장 무역이 공업화에 비친 영향을 중심으로- 

・통감부의 농업조사와 농업정책 

 

: Song Kue-Jin  

(Korea University) 

 

: 강경락 (강남대학교) 

 

: 이영학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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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  사회: 이재봉 (원광대학교)                                           회장: 317 교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석 -보완성의 원리에 주목하여- 

 

・South Korea’s Relations with Korean Diaspora:  

Implications and Explanations on Recent Policy Directions 

・Environmental Possibilities in the Era of Kim Jong Un :  

DPRK Engagement with the UNFCCC Process and Future Opportunities  

for Environmental Financial Leverage  

 

: 윤성국 

 (오오사카 지방자치연구센터) 

: Changzoo Song  

 (University of Auckland) 

: Robert Winstanley-Chesters  

(University of Leeds) 

 

 

【사회 / 교육 2】  사회：윤정수 (바이카여자대학)                                회장: 318교실 

・한국민주화운동과 일본인 

―1970-80 년대의 <한일연대운동>에 관한 일고찰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한(조선)반도 평화구축 

・동아시아 3개국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갈등과 정신적 건강의 관련성 

 

 

 

 

: 모리 토모오미 

(리츠메이칸대학) 

: 김병로 (서울대학교)  

: 박지선 (료비개호연구소),  

나카지마 카즈오 

(오카야마현립대학) 

 

 

13:00-14:30                                                              회장:  第七教学楼  3F 

【언 어 4】  사회：이상혁 (한성대학교)                                          회장: 311 교실 

・한중 의성어의 피수식어(被修飾語） 공기현상 연구 

-물건이 부딪치는 의성어를 중심으로- 

・주제에 대한 한(조)일비교연구 

・한국어와 중국어의 ‘성취’유형과 상표지 결합 대조 분석 

 

: 김용군 (상해외국어대학교) 

 

: 송남선 (오사카경제법과대학)  

: 최규발 (고려대학교) 

 

【문학 3】  사회：조규형 (고려대학교)                                           회장: 313 교실 

・한중현대문학사 기술방법 비교연구 -시기구분을 중심으로- 

・신소설에 나타난 중국 및 중국인 이미지 연구 

・Trauma, identity and transgenerational haunting in the novel  

“Comfort Woman” by Nora Okja Keller 

 

: 박은숙 (산동대학교) 

: 최유학 (중앙민족대학) 

: Mila Stamenkovic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역/력사 4】  사회：황상익 (서울대학교)                                       회장: 316교실 

・조선총독부의 통곡(痛哭)과 대곡(代哭) 금지와 식민지 조선에서 

 개인의 진정성 문제 

・일제강점기 조선의 출산과 모성 

・대만과 조선의 종두 정책을 통해 본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 

: 장석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 김수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최규진 (대만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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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 종교 1】  사회：김영두 (원광대학교)                                    회장: 317 교실 

・The Re-construction of Religion in the Modern Korean Education 

 

・동학의 인간평등사상 

・최봉익 불교관의 특징  

 

: Kyuhoon CHO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전하철 (조선사회과학원) 

: 이병욱 (고려대학교) 

 

【사회 / 교육 3】 사회：최영금 (할빈사범대학)                                  회장: 318 교실 

・한국의 사회변동과 먹거리 생산 및 소비의 변화 

・다문화가족 사회변화 환경 가정생활 事例攷- ‘고령화’사회적응 위하여 

・한・중・일 재가 노인의 기능적・구조적 통합성과 건강관련QOL의 관계 

 

 

: 김철규 (고려대학교)  

: 박혜인  (계명대학교) 

: 이지희, 미카네 사카에 

(오카야마현립대학） 

 

 

  15:00-16:30                                                            회장:  第七教学楼  3F 

【역/력사 6】  사회：정태헌 (고려대학교)                                        회장: 311 교실 

・19세기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의 고대 한ㆍ일관계사 인식과  

그 역사적 배경 

・주은래의 조선(북한) 인식 

・중국 요하문명론의 전개와 의미 

 

: 박현숙, 윤종필 (고려대학교) 

 

: 박선영 (포항공과대학교)  

: 조법종  (우석대학교) 

 

【문학 4】  사회：고철훈 (조선사회과학원)                                       회장: 313 교실 

・불교와 고시조작품과의 관계연구 

・장편서사시『동명왕 편』의 역사적 의의  

・연암의 우언적 글쓰기와 장자 문학 -의미망의 구축과 문답전개를 중심으로- 

                                                         

: 김진걸 (북경제2외국어대학) 

: 이선한 (북경대학)  

: 학군봉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역/력사 5】  사회：황상익 (서울대학교)                                        회장: 316 교실 

・피의 분류와 민족의 인종적 위계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혈액형인류학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성병과 근대 의학: 치료와 예방, 담론을 중심으로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낙태’ 담론 및 실제 연구 

 

: 정준영 (한림대학교)/ 

  황임경 (제주대학교) 

: 최은경 (서울대학교병원) 

: 이영아 (명지대학교) 

 

【철학 / 종교 2】  사회：조규훈 (싱가포르대학)                                  회장: 317 교실 

・화해와 상생원리로 본 중도론 -정산 송규의 『건국론』을 중심으로- 

・퇴계(退溪) 이황(李滉)의 『성학십도(聖學十圖)』에 나타난  

마음의 본질과 실천윤리 - 중국 주자학(朱子學)의 한국적 수용과 변형 

 

: 김영두 (원광대학교) 

: 박광수 (원광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