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７회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일정표 

5 월 9 일（토）메인회장：A 
 

9：00- 9：30 개회식 
환영사: 1：가이세이마치장 2：미나미아시가라시장  

축사: 푸단대학 장 칭 교수님  

9：30-10：15 기조강연 1 곤도 세이치 선생님 일본문화와 동아시아문화 ～동아시아문화교섭학에의 기대 

10：15-10：20 휴식（5 분） 

10：20-11：00 기조강연 2 볼프강 쿠빈 교수님 번역과 현대성――『노자』의 독일어 번역과 근대 독일어문학 

11：00-11：05 휴식（5 분） 

11：05-11：45 기조강연 3 오와키 요시오 선생님 일본의 우왕 유적과 문명(文命)문화   

11：45-13：00 사진촬영 및 중식 

 메인회장：A 대회장B：단체이용코너（3F） 대회장C：지역교류실（3F） 대회장 D：다목적실（2F） 

13：00-15：00 

패널A1 

치수신 우왕연구와 지역간 

문화교류 

패널 B1 

동아시아문화교섭과 자아인식 

패널 C1 

근대 서양지식의 전파 

패널 D1 

출토자료로 본 고대중국의 

지역적 특징과 상호교류 

사회자 오와키 요시오 사회자 다오 떠민 사회자 오쿠무라 가요코（중） 
사회자 야나카 신이치 

오니시 가츠야 

발표자 세키구치 야스히로(일) 발표자 샤오 산산（중） 발표자 자오 샤오화（중） 발표자 도노우치 슌스케（일） 

 나카무라 도시후미(일)  우 광후이（중）  천 자오잉（중） 에비네 료스케（일） 

 니카이도 요시히로(일) 
 

천 야오（중） 
 
왕 징（중）  미야지마 가즈야（일） 

 창 송무（중） 
 

왕 하이（중） 
 

천 펑린（중）  쿠사노 도모코（일） 

 우에다 아츠오（일） 

 

량 칭（중） 
 

  나카무라 미라이（일） 

오와키 요시오（일）     차오 팡샹（중） 

15：00-15：15 휴식（15 분） 

15：15-17：15 

(～17:30) 

패널A2 

치수신 우왕연구와 지역간 

문화교류 

패널 B2 

문화교섭학 시점의 

동아시아지식사 연구의 제문제 

패널 C2 

니쇼각샤(二松学舎)와 시부사와 

에이치 (渋沢栄一) 

패널 D2 

동아시아 일화속의 상인의 

형상: 동아시아 고전소설 속의 

상업활동과 상인형상(商人形象) 

사회자 
니카이도 요시히로 

오와키 요시오 
사회자 아즈마 쥬지 사회자 기무라 마사토 사회자 

고 영란 

최 태화 

발표자 위 후이칭（중） 발표자 아즈마 쥬지（일） 발표자 기리하라 겐신（일） 발표자 고 영란（일・한） 

 린 슈천（중）  리 료（일）  마치 센쥬로（일)  최 태화（일・한） 

천 이링（중）  차이 전펑（중）  정 세현（일）  신 정수（영・중） 

 진 쓰옌（영）  람 혹충（중）  런 멍시（일）  정 광훈（한・중） 

 

러우 정하오（중） 

 

후 전즈（중） 

 

위 천（일） 

 

박 경남（한・중） 

 사토 투웬（일） 하마노 세이치로(일) 탁 원종（한） 

  박영미 (일) 김 수현（한・중） 

  겐조 데이지（일）  

  

18:00-20:00 환영만찬회 

＊（ ）는 발표언어 

  



제 7회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일정표 

5월10일(일) 메인회장：A 대회장B：단체이용코너（3F） 대회장C：지역교류실（3F） 대회장 D：다목적실（2F） 

9：00-10：40 

패널A3 

치수신 우왕연구와 지역간 

문화교류 

패널 B3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화사： 

서적과 인물 

패널 C3 

문화접촉에 있어서의 번역과 

언어 

패널 D3 

 ‘교토철학’의 타자론・감정론 

 

사회자 오와키 요시오 사회자 왕 민 사회자 션 궈웨이 사회자 나카지마 유타 

발표자 이노우에 미츠오（일） 발표자 장 란（일） 발표자 쉬 커웨이（일）  다카하시 가즈키（일） 

 미즈노 히로시（일）  인 샤오싱（일）  주 지엔룽（일）  다카다 미치카（일） 

고바야카와 노조미(일)  저우 수광（일）  펑 캄잉（영）  야사카 아키히로（영） 

 오와키 요시오（일）  팡 아리（일）  허 지향（일）   

10：40-10：50 휴식（10 분） 

10：50-12：30 

 패널 B4 

문화교섭학과 언어접촉 

패널 C4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화사：서적과 인물 

패널 D4 

근대 서양지식의 전파 

 사회자 우치다 케이치 사회자 아즈마 쥬지 사회자 장 원철 

발표자 우 샤오리（중） 발표자 바이 춘옌（중）  손 지혜（일） 

 자오 둥메이（중）  차오 수원（중）  양 빙（일） 

 이부시 게이코（중）  리 리（중）  사지마 아키코（일） 

 오쿠무라 가요코（중）  후 멍잉（중）  장 린（중） 

  웡 호이토（중） 

12：30-14：00 중식 

14：00-14：30 전체회의（메인회장） 
1：학회사무국 2：2015 년도 회장 인사（왕민/ 호세이대학）  

3：2016 년도 개최교（우치다 케이치/ 간사이대학） 4：학회영문잡지 (다오 떠민 / 간사이대학) 

14：30-16：10 

패널A5 

동아시아 근대사회와 민간신앙 

 

패널 B5 

그 밖의 동아시아문화교섭학 

관련 주제 

패널 C5 

동아시아의 근대사관의 형성과 

전개 

패널 D5 

Geography and Picture in Asia 

사회자 리 쉐타오 사회자 진 광린 사회자 인토 카즈히로 사회자 멜 마가렛 

발표자 리 쉐타오（중） 발표자 진 광린（일） 발표자 류 웨이즈（중） 발표자 멜 마가렛（영） 

 란 진창（중）  야마쿠치 겐지（일）  쉬 이링（중）   림 타웨이（영） 

 장 꾸어챵（중）  청 융차오（일）  황 솬장（중）   로슬린 해머스（영） 

 라 록인（중）  가와베 유타이（일）   

  

스즈무라 유스케（영） 

리 측인（중） 마티어스 비구루（영） 

  

16：10-16：20 휴식 

16:20-18：00 

 패널 B6 

그 밖의 동아시아문화교섭학 

관련 주제 

패널 C6 

동아시아의 근대사관의 형성과 

전개 

 

 사회자 가와베 유타이 사회자 인토 카즈히로  

발표자 루 민전（중） 발표자 인토 카즈히로（일） 

 장 준이（중）  심 희찬（일） 

 리 셩지에（중)  장 젠웨이（일） 

 장 치빈（중）   

 

18：30-20：30 간친회（만찬회） 

＊（ ）는 발표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