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제 12 회 국제학술대회 안내 

  동아시아 문화교섭학회 제 12 회 국제학술대회는 2020 년 5 월, 중국 정주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정주대학 한자문명연구센터에서 주최하고 「문화교섭 매체인 한자: 

전파와 영향」을 주제로 한자와 한적(漢籍)의 전파, 동아시아 및 세계문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정주대학은 중국 하남성에 위치하여 있고 중국교육부와 하남성인민정부가 

공동으로 건설한 전국 중점대학입니다. 정주대학의 한자문명연구센터는 한자 

문명의 전승, 전파 및 교육연구에 힘 쓰고 있고 한자역사와 한자이론, 고문자와 

전통문화, 해외한적과 한자전파 등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세계 각국 한자기구과 합작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문화 한자연구 

국제연맹」을 설립하였습니다. 정주대학 한자문명의 역사적 우세와 글로벌적인 

학술 시야는 2020 년 동아시아 문화교섭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차대회 주제 

  문화교섭 매체인 한자: 전파와 영향 

 

패널 

한자와 문화교섭 연구 지식이전 및 문화교섭 연구 

1. 한자 발전사 및 전파사  

2. 조선반도 한적 및 한자의 전파 

3. 일본 한적 및 한자의 전파  

4. 베트남 한적및 한자의 전파 

5. 류큐 한적및 한자의 전파 

6. 서양 한적및 한자의 전파 

7. 동아시아 한적 종합연구 

8. 동아시아 한자 종합연구 

9. 동아시아 한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 

10. 기타 관련 연구 

1. 지식 환류의 세계사  

2. 근대 지식의 이전 및 한자 

3. 문학, 역사 및 철학의 번역과 지식이전 

4. 19-20 세기 동아시아 학술 발전사 

5. 제국/민족/지역의 지식교섭  

6. 동아시아 지식사의 각종 연구  

7. 문화 생산 및 재현 

8. 지식의 전파 및 복제 

9. 기타 관련 연구 

 
회    장 

        中国·河南省郑州市华智国际酒店 

        중국 하남성 정주시 화쯔국제호텔(huawise hotel) 



회의일정 

도    착    2020 년 5 월 8 일（금） 

연차대회    2020 년 5 월 9-10 일（토・일） 

해    산    2020 년 5 월 11 일（월） 

 
신청마감 및 심사결과 발표일정 

 본 대회는 기조강연, 개별 패널세션, 개인발표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신청서 

제출시점 박사과정 재학중）발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회원들께서는 상기 패널세션 주제를 참고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패널세션은 2 시간씩 배분됩니다 (발표자 4-5 명, 사회자 1 명, 지정토론자 1-2 명으로 

진행되고 발표자가 사회자 또는 지정토론자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 및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인 참가신청서와 발표요지(약 400 자)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은 2019 년 12 월 20 일(금)이며, 대회준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 통과 

하신 분에 한하여 1 월 하순 공식적인 초대장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용 

 이번 대회는 대회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회 특별초대대표 외의 참자가는 왕복 

교통비 및 숙박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회의기간의 점심식사와 

환영만찬을 제공합니다. 

 

대회준비위원회 메일: dynh2020@163.com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제 12 회 대회준비위원회 

주 임 리 윈푸 (李运富 부회장 정주대학특채교수,장강학자, 중주대학문학원원장, 

정주대학한자문명연구센터 주임) 

부주임  Marc A. Matten (王克馬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중국당대사교수) 

 우치다 케이치 (内田慶市  부회장, 간사이대학외국어학부 교수) 

 허화쩐      (何华珍 정주대학특채교수, 절강재정대학 동아한자자원연구중심  

      주임, 교수) 

 후지타 타카오 (藤田高夫  평의원, 간사이대학 문학부 교수) 

 류쩬화     (刘建华 정주대학 국제교류 및 합작처 처장, 교수) 

사무국 심국위     (沈国威 학회사무국장, 간사이대학외국어학부 교수) 

        원민       (温敏 정주대학 한주문명연구센터) 

        허위화     (何余华 정주대학 한주문명연구센터) 

        허칭       (何清 정주대학 한주문명연구센터) 

뉴쩐       (牛振 정주대학 한주문명연구센터) 

펑샤우뤠이 (冯晓瑞 정주대학 한주문명연구센터) 

 

mailto:dynh2020@163.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