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회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일정표 

5 월 8 일（목） 
 

9：00- 9：30 개회식 
1：푸단대학 학장 환영사  

2：홍콩성시대학교 청 페이카이(鄭培凱) 교수 축사  
메인홀 

9：30-10：30 기조강연１ 마 민 교수 
馬士曼与近代最早的鉛印中文書 

(조슈아 마쉬맨과 근대 최초의 연인 중문서) 
메인홀 

10：30-10：40 휴식 

10：40-11：40 기조강연 2 우치다 케이치 교수 
伊索東漸——『伊索寓言』漢訳史 

(이솝동점-『이솝우화』의 한역사) 
메인홀 

11：40-12：40 사진촬영 및 중식 

 대회장 A 대회장 B 대회장 C 대회장 D 

12：40-14：20 

패널１ 

동아시아의 서원과 지식전파 

패널 2 

동아시아의 출판과 지식구축 

패널 3 

동아시아지역의 교과서 편찬과 

간행 

패널 6 

동아시아의 도상문헌 해설 

사회자 다오 떠민 사회자 우치다 케이치 사회자 후지타 타카오 사회자 션 궈웨이 

발표자 푸 시홍（중） 발표자 리 웨이청（중） 발표자 왕 광차오（중・영） 발표자 장 가오위안（중） 

 천 졔（중）  린 쉐중（중）  황 이린（영） 니카이도 요시히로（중） 

 선 홍（중） 
 

황 하이타오（중） 야마구치 히데아키（영）  수 융민（중） 

 첸 밍（중） 
 

추 셴펑（중） 
 

다니엘라 카토（영）  샤 샤오솽（중） 

  
 

장 시핑（중） 
 

린 다웨이（영）  장 치빈（중） 

14：20-14：30 휴식 

14：30-16：10 

패널１ 

동아시아의 서원과 지식전파 

패널 2 

동아시아의 출판과 지식구축 

 

패널 3 

동아시아지역의 교과서 편찬과 

간행 

패널 7 

새로운 문화사와 동아시아 

지식사 연구 

사회자 시노하라 히로카타 사회자 류 웨빙 사회자 왕 민 사회자 오쿠무라 가요코 

발표자 사토 투웬（일） 발표자 류 웨빙（중） 발표자 왕 민（일） 발표자 란 르창（중） 

 이 효진（일）  구 춘（중）  저우 수광（일）  자오 아이동（중) 

나카지마 에이스케（일）  저우 샤오샤（중）  정 세현（일・한）  저우 웨이홍（중） 

 나가토미 세이（일）  류 샤오쥔（중）  류 지（중）  예 양시（중） 

   룽 위안（일）  자오 둥메이（중）  청 홍레이（중） 

16：10-16：20 휴식 

16：20-18：00 

패널 5 

동아시아의 지리문헌과 새로운 

지리어휘 

패널 2 

동아시아의 출판과 지식의 구축 

분과회의 

주제：근대동아시아의 종교와 교육 

（일본어・중국어） 

패널 7 

새로운 문화사와 동아시아 

지식사 연구 

사회자 쩌우 전환 사회자 쑨 칭 사회자 가와베 유다이 사회자 주 펑 

발표자 최 용철（중） 발표자 가야키 도오루（중） 발표자 가와베 유다이 발표자 
사사가와 게이코 

（일・영） 

 웨이 이（중）  은 효성（일・중）   마치 센쥬로  팡 아리（중） 

 펑 캄윙（중）  쑨 뤄성（일・중）   쩌우 전환  바이 춘옌（일） 

 추이 원둥（중）  모리 신노스케（일・중）   장 홍웨이  로슬린 해머（영） 

 하오 샹만（중）  리 어셴（중）     

 

18：00-20：00 환영 만찬회 

＊（ ）는 발표언어 

  



제 6회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일정표 

5월 9 일（금） 대회장 A 대회장 B 대회장 C 대회장 D 

9：00-10：40 

패널 8 

동아시아지식사 연구에 관한 

제문제 

분과회의 B1 

주제：Late Sixteenth-Century  

East Asia in Motion I & II 

（일본어・중국어） 

분과회의 C1 

주제：근세・근대 동아시아의 

해역교류 

【전반】 

（일본어・중국어） 

분과회의 D1 

주제：일본사상사  

【전반】 

(중국어) 

사회자 김 광림 사회자 허 남린 사회자 마쓰우라 아키라 사회자 우 광후이 

발표자 김 광림(일・중・영） 발표자 사지마 아키코 발표자 마쓰우라 아키라 발표자 주 런츄・다오 떠민 

 린 융챵（영）  쑨 웨이궈  마 청펀・왕 주민  녜 창순・허 레이 

 미우라 세츠오（일）  소네 유우지  천 링・셰 웨이  장 린윈・왕 하이 

 리 푸이탁（중）  호리 신  양 레이  주 쿤룽・첸 신이 

   우에노 카오리     

10：40-10：50 휴식 

10：50-12：30 

패널 8 

동아시아지식사 연구에 관한 

제문제 

분과회의 B2 

주제：근대기 외국어사전과 

미디어 

(일본어・중국어) 

분과회의 C2 

주제：근세・근대 동아시아의 

해역교류 

【후반】 

（일본어・중국어） 

분과회의 D2 

주제：일본사상사  

【후반】 

(중국어) 

사회자 니카이도 요시히로 사회자 왕 홍즈 사회자 마쓰우라 아키라 사회자 우 광후이 

발표자 웨이 즈쟝（중） 발표자 왕 밍위 발표자 마쓰우라 아키라 발표자 주 런츄・다오 떠민 

 뤄 러란（중）  이 한섭  마 청펀・왕 주민  녜 창순・허 레이 

 장 웨이췬（중）  리 쉐타오  천 링・셰 웨이  장 린윈・왕하이 

 리 천（중）  션 궈웨이  양 레이  주 쿤룽・첸 신이 

12：30-13：30 중식 

13：30-14：10 전체회의  메인홀 
1：학회사무국 2：2014 년도 회장 인사（장 칭/푸단대학） 3：2015 년도 개최교（왕 민/호세이대학） 4：2016

년도 개최교（우치다 케이치/간사이대학） ５：학회지 편집과 투고에 대하여（후지타 타카오/간사이대학） 

14：10-14：20 휴식 

14：20-16：00 

분과회의 A3 

주제：한역성서 연구의 새로운 

전개 

（일본어・중국어） 

분과회의 B3 

주제：「교토철학」과 「국제화」 

（일본어・영어） 

분과회의 C3 

주제：가이토쿠도(懐徳堂) 연구 

（일본어・중국어） 

패널４ 

동아시아지역에 유통된 신어휘와 

문화교류 

 

사회자 우치다 케이치 사회자 미즈노 도모하루 사회자 다케다 겐지 사회자 후지타 타카오 

발표자 주 펑 발표자 오오타 히로노부 발표자 다케다 겐지 발표자 왕 샤오위（중） 

 시오야마 마사즈미  야사카 데츠히로  데라카도 히데오   허 지향（일） 

 송 강  고지마 치즈루  후지이 다케토   양 빙（일） 

 오쿠무라 가요코  다카자키 카즈키  구로다 히데노리   쑨 젠쥔（중） 

 우치다 케이치       

16：00-16：10 휴식 

16:10-17：50 

분과회의 A4 

주제：동아시아학술계의 지식・

기술의 교류 

（일본어・중국어） 

분과회의 B4 

주제：근현대 동아시아권에 

있어서의 일본사상의 입지 

（일본어） 

분과회의 C4 

주제：Differing Notions of  

Economy and Morality 

（영어） 

분과회의 D4 

주제：일본고전과 지(智) 

（한국어） 

사회자 장 란 사회자 이노우에 카츠히토 사회자 깃카와 다케오 사회자 고 영란 

발표자 겐죠 데이지 발표자 기타 모토노리 발표자 기무라 마사토 발표자 고 영란 

 천 쭈언  스에무라 마사요  밍 쉬  최 태화 

 톈 위안  오다 나오히사  김 명수  가나즈 히데미 

 미무라 다츠야  이다 카에 토론자 쟈넷 헌터   

   스기모토 고이치  멜리사 윌리엄스   

 

18：00-20：00 폐회 만찬회 

＊（ ）는 발표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