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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한중인문학포럼’

‘생태문명과 한중문화’를 주제로 개최

◈ 온라인 화상포럼으로 양국 인문학자들의 학술교류의 장 마련

◈ 문학, 역사, 철학, 언어 등 인문학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토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중국사회과학원과 함께 ‘제7회 한중인문학포럼’을 11월 25일(목)～26일(금)

이틀간 중국 북경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ㅇ ‘한중인문학포럼’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 인문학 교류를 위해 2015년

부터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행사로, 양국의 인문학 발전과

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 제1회(서울), 제2회(북경), 제3회(서울), 제4회(북경), 제5회(상하이), 제6회(서울) 개최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작년과 같이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하며, 일반인들은 ‘한중인문학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 신청 후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 국내 학자는 발제･토론자 등으로 한정하여 광주 ACC호텔에 참석하고 중국
학자는 북경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화상 연결 진행

** ‘한중인문학포럼’(http://koreachinahumanities.or.kr)(사전 참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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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행사에서는 ‘생태문명과 한중문화’라는 대주제 아래 기조연설,

4개 분야(문학, 역사, 철학, 언어․교육․문화)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위행복(한국 한양대학교) 교수와 중국 왕리화(王利华, 중국 남개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하는 이번 토론회(포럼)는 문학 분과(세션)

에서 ‘한국과 중국 문학에서의 인간과 자연’, 역사 분과에서는 

‘한중 전통 문화와 생태문명의 이념’을 세부주제로 논의한다.

ㅇ 이밖에도 철학, 언어·교육·문화 분과 등에서도 ‘유학에서의 자연 

사상과 생태 문명 건설’과 ‘한중의 생태 교육과 문화 전파’ 등을 

세부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한중인문학포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koreachinahumanities.or.kr)

□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양국의 대표적인 인문학 교류의 

장인 ‘한중인문학포럼’을 개최하여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ㅇ “이번 토론회가 2021~20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 지정과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학술 교류 확대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2021년 제7회 한중인문학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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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1년 제7회 한‧중인문학포럼 개요

□ 행사개요

○ (대주제) ‘생태문명과 한중문화’

○ (기간 /장소) '21.11.25.(목) ~ 26.(금) / 광주 ACC 디자인 호텔*

* 국내 학자와 중국 학자 화상 연결 진행

○ (내용) “생태문명과 한중문화”라는 대주제로 한‧중 인문분야 교류

(기조연설, 분과별 세션* 등)

* 문학, 역사, 철학, 언어·교육·문화 4개 분야 양국 2인씩 총 16명 발표

○ (참석) 한국 30명 내외 참여(발표자, 토론자, 교육부, 재단 참석)

○ (일정)

구분 일시 세부내용 비고

11.25.

(목)

09:30 ~ 12:30
개회식 및 

기조연설
- 기조연설: 한양대학교 위행복, 남개대학교 왕리화

12:30 ~ 14:30 오  찬

14:30 ~ 16:20 문학 세션 - 의제: 한국과 중국 문학에서의 인간과 자연

16:30 ~ 18:20 역사 세션 - 의제: 한중의 전통 문화와 생태문명의 이념

18:30 ~ 20:30 만  찬

11.26.

(금)

10:30 ~ 12:30 철학 세션 - 의제: 유학에서의 자연사상과 생태 문명 건설

12:30 ~ 14:30 오  찬

14:30 ~ 16:20 언어교육문화 세션 - 의제: 한중의 생태 교육과 문화 전파

16:30 ~ 17:0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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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프로그램 일정

○ 1일 차: 2021년 11월 25일（목）

시간 일정

09:30 ~ 10:30 등록

10:30 ~ 11:20
개회식

사회자: 진시용(陈时龙)/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과학연구처장

축사: 왕링규(王灵桂) 사회과학원 부원장(예하이린(叶海林)부국장 대독)

정종철 교육부 차관(홍민식 대학학술정책관 대독)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1:20 ~ 11:30 휴식

11:30 ~ 12:30 기조연설
《 从孔、孟、》왕리화(王利华)/남개대학교

《생태문명과 한중문화》위행복/한양대학교 명예교수

12:30 ~ 14:30 오찬

14:30 ~ 16:20

문학

사회: 주검지(周剑之)/
북경사범대학교

한국과 중국 문학에서의 인간과 자연

왕팡(王芳)/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鲁迅凡尔纳小说译本对中国博物资源的调动》

전철희/대진대학교
《한국문학이 생태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최은미의『아홉 번째 파도』》

임전전(林甸甸)/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从<豳风·七月>看先秦授时民谚的政教功能》

김순진/선문대학교, 장정희/서울대학교
《인간과 자연의 관계 양상 탐구》

토론자: 서강/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유성호/한양대학교

16:20 ~ 16:30 휴식

16:30 ~ 18:20

역사

사회: 박은경/
동아대학교

한중의 전통 문화와 생태문명의 이념(理念) 

후심(侯深)/중국인민대학교
《自信与脆弱：反思生态学时代的自然与城市历史》 

손성욱/선문대학교
《코끼리, 천하를 보여주다–조선 사신의 견문 중심》

성새남(成赛男)/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历史环境变迁研究中的人文面向-以台风活动认知为例》

강희정/서강대학교
《한국 불복장 의례를 통해 본 생태우주론》

토론자: 손정국(孙靖国)/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이종봉/부산대학교

18:30 ~ 20:3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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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차: 2021년 11월 26일（금）

시간 일정

09:30 ~ 10:30 등록

10:30 ~ 12:20

철학

사회: 유풍(刘丰)/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유학(儒学)에서의 “자연(自然)” 사상과 생태 문명 건설

임밀림(任蜜林)/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早期儒家的生态思想及当代意义》

김세정/충남대학교
《생태 위기의 시대, 돌봄과 공생의 유가생태철학》

유성유(刘成有)/중앙민족대학교
《宋代理学中的圣人观与儒家的生态教育》

김연재/공주국립대학교
《문화생태주의적 시선에서 본 儒家의 생명정신과 그 윤리학적 경계-张载의 气学的 
모형에 착안하여 》 

토론자: 홍군(洪军)/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안재호/중앙대학교

12:30 ~ 14:30 오찬

14:30 ~ 16:20

언어
교육
문화

사회: 한호/
아주대학교

한중의 생태 교육과 문화 전파

맹등영（孟登迎）/사회과학원 대학교
《当代中国生态环保话语的流变与生态教育》 

조준호/고려대학교
《동양적 생명외경의 창조적 계승과 확산을 통한 혐오사회 문제 해결 가능
성 모색》

비성（费晟）/중산대학교
《现代中国对海洋环境的认识与保护》

남진숙/동국대학교
《융합적 생태 교육과 실천적 방법 연구》

토론자 : 왕화(王华）/사회과학원 대학교, 나민구/한국외국어대학교

16:20 ~ 16:30 휴식

16:30 ~ 17:00 폐회식

사회자: 진시용(陈时龙)/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과학연구처장

축사: 복헌군(卜宪群)/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소장

      류재한/한중인문학포럼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남대학교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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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한중인문학포럼 홍보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