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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9. 24.(목) 배포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서울에서 온라인 화상 포럼으로 개최

◈ ‘인문가치의 재발견과 새로운 해석’이란 대주제로 포럼 개최

◈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인문학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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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사회과학원과 함께 9월 25일(금)～26일(토) 이틀간 제6회 한중

인문학포럼 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온라인 화상 포럼으로 개최한다.

ㅇ ‘한중인문학포럼’은 두 나라 간 인문학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시대 변화에 

따른 인문학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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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한국과 중국 인문학 

학자 간 온라인 화상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일반인들은 한중

인문학 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 국내 학자는 발제 토론자 등으로 한정하여 서울 올림픽파크텔 회의장에

참석하고 중국 학자는 북경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화상 연결 진행

** 한중인문학포럼(http://koreachinahumanities.or.kr)(사전 참가 신청 필요)

□ 이번 행사는 ‘인문가치의 재발견과 새로운 해석’이라는 대주제 아래

기조강연, 공통분과, 4개 분야(문학, 역사, 철학, 언어․교육․문화)별 

발표와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ㅇ 우선, 공통분과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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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의 인문학의 역할’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인문학자의 

발표와 양측 간 토론이 진행된다.

ㅇ 분과별로는 먼저 문학분과에서 ‘20세기 한중 문학에 나타난 인문적

가치’와 ‘한중 문학번역에 나타난 인문가치의 재해석’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ㅇ 역사분과에서는 ‘전근대의 한중 왕조 교체, 단절인가 연속인가?’와 

‘재난과 그 극복과정을 통해 본 한중 역사’ 등에 대해 논의한다.

ㅇ 또한, 철학분과에서는 ‘한국철학과 중국철학, 무엇이 같고 다른가?’와

‘인공지능과 동아시아 철학의 미래’란 세부주제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ㅇ 언어 교육 문화 분과에서는 ‘인문학 대중화를 통한 인문 가치의 재

발견’과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 이번 한중인문학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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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

서도 인문학 교류의 장인 한중인문학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두 나라 간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우호관계도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0년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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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0년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개요

□ 행사개요

○ (대주제) “인문가치의 재발견과 새로운 해석”

○ (기간 /장소) '20.9.25.(금) ~ 26.(토) / 서울 올림픽파크텔*

* 서울 올림픽파크텔(국내 학자), 북경 중국사회과학원(중국 학자) 화상 연결 진행

○ (내용) “인문가치의 재발견과 새로운 해석”이라는 대주제로 한 중

인문분야 교류(기조연설, 공통분과, 분과별 세션* 등)

* 문학, 역사, 철학, 언어·교육·문화 4개 분야에서 각각 4개의 세션 개최

○ (참석) 한 중국 각각 총 50명 내외 연사 참여(세션별 각 5명 내외 진행)

○ (프로그램)

구분 일시 세부내용  비고

1일차
(9.25.)

14:30 ~ 16:30

개회식

개회사: 박백범 교육부 차관(영상)
경과보고: 류동춘 운영위원장 
환영사: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축사(중): 高翔 Gao Xiang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영상)
축사(한): 박일용 한국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
축사(중): 卜宪群 Bu Xianqun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소장(영상)

기조연설
(중) 刘丹青 Liu Danqing  중국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소장
(한) 백영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6:30 ~ 16:45 휴식 -

16:45 ~ 17:30 공통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인문학의 역할

2일차
(9.26.)

09:00 ~ 11:00
세션Ⅰ

(문학)민족 서사의 21세기적 의미  
(역사)전근대의 한‧중 왕조교체, 단절인가 연속인가?  
(철학)한국철학과 중국철학, 무엇이 같고 다른가?  
(언어·교육·문화)한‧중 언어의 사회적 지표 해석: 성차별 메커니즘 

11:15 ~ 12:45 세션Ⅱ

(문학)스토리텔링을 통한 전통 문학의 현대적 변용  
(역사)사회를 바꾼 사상, 사상을 바꾼 사회  
(철학)노장철학과 현대철학  
(언어·교육·문화)인문학 연구의 과학적 해석 

12:45 ~ 14:00 점심식사 -

14:00 ~ 15:30 세션Ⅲ

(문학)20세기 한‧중 문학에 나타난 인문적 가치  
(역사)새롭게 발견되는 고문서와 다시 쓰는 한중역사  
(철학)한국과 중국의 서양철학 수용과 대응  
(언어·교육·문화)인문학 대중화를 통한 인문 가치의 재발견  

15:45 ~ 17:15 세션Ⅳ

(문학)한‧중 문학번역에 나타난 인문가치의 재해석  
(역사)재난과 그 극복과정을 통해 본 한중역사   
(철학)인공지능과 동아시아 철학의 미래  
(언어·교육·문화)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17:30 ~ 18:00 폐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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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 1일차(9.25.) 프로그램

시간 주제별 발표자 

15:30~16:30
기조

연설

 ▪백영서(연세대 명예교수)

  - 동아시아 문명담론 사용법

▪刘丹青 Liu Danqing(중국사회과학원), 白莲花 Bai Lianhua(상해상학원)

  - 중국어와 한국어의 유형론적 비교

16:30~16:45 휴식

16:45~17:30
공통

세션

주제：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인문학의 역할

사회자: 류동춘(서강대, 한･중인문학포럼운영위원회 위원장)

발

표

자

▪전보옥(광운대) :‘코로나19’의 역설

▪정세근(충북대) : 세계적 전염병의 유행과 감염윤리학

▪段伟文 Duan Weiwen(중국사회과학원)

▪刘跃进 Liu Yuejin(중국사회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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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9.26.) 프로그램

  < 세션Ⅰ >

시간 발표자/토론자

9:30~11:00

문학

민족 서사의 21세기적 의미

사회자：정선경(이화여대)

발표

자

▪손정일(연세대) 

 - 한·중 민족기원 신화의 현대적 의미
토론

자

祝鹏程

Zhu Pengcheng

(중국사회과학원)

▪岳永逸 Yue Yongyi(중국인민대)

 - 현대중국의 부기(扶箕)와 해석 
유강하(강원대)

역사

전근대의 한‧중 왕조교체, 단절인가 연속인가?

사회자：김한신(경남대)

발표

자

▪정요근(서울대)

 - 연속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
토론

자

(중)李花子

Li Huazi

(중국사회과학원)

▪张德明 Zhang Deming(중국사회과학원)

 - 미국학자 웨이크만의 명말 청초 왕조 

혁명 연구에 대한 분석

채준형(인천대)

철학

한국철학과 중국철학, 무엇이 같고 다른가?

사회자：김시천(상지대)

발표

자

▪조윤경(안동대)

 - 고대 중국과 백제의 중관사상 : 길장(吉藏)과 

혜균(慧均)의 변증법적 사유를 중심으로 토론

자

(중)元永浩 

Yuan Yonghao

(길림대)

▪洪军 Hong Jun(중국사회과학원)

 - 서화담과 장횡거(张横渠)의 태허사상 

비교 연구

최천식(서울대)

언어

교육

문화

한‧중 언어의 사회적 지표 해석: 성차별 메커니즘

사회자：나민구(한국외대)

발표

자

▪김소영(광운대)

 - 한국어 성차별 표현의 성격과 그 대안 

표현 검토
토론

자

(중)白莲花

Bai Lianhua

(상해상학원)

▪陈艳平 Chen Yanping(대련외국어대)

 - 성별에 따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칭찬 화행 연구

김종수(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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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션Ⅱ >

시간  발표자/토론자

11:15~12:45

문학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통 문학의 현대적 변용

사회자：张重岗 Zhang Chonggang(중국사회과학원)

발표

자

▪최진아(부산대)

 - 뉴미디어 시대 한･중 전통서사의 문화

변용 : 한국 TV드라마 <계룡선녀전>에서의 

전통서사전유와 한국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 

융합인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토론

자

(중)蒋芳菲      

Jiang Fangfei 

(중국사회과학원)

▪祝鹏程 Zhu Pengcheng(중국사회과학원)

 - 구전의 현대화 전환: 상성(相聲) 창작 사례
문현선(세종대)

역사

사회를 바꾼 사상, 사상을 바꾼 사회

사회자：卜宪群 Bu Xianqun(중국사회과학원)

발표

자

▪안신(배재대)

 - 새로운 종교운동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흐름: 한국과 중국의 비교연구 토론

자

(중)王剑 
Wang Jian 

(남경사범대)

▪陈时龙 Chen Shilong(중국사회과학원)

 - 황제 성유가 침투된 명청시대 향약
이근명(한국외대)

철학

노장철학과 현대철학

사회자：程乐松 Cheng Lesong(북경대)

발표

자

▪김수진(신한대)

 - 현대인의 행복을 찾아서 :『노자』와 

『냉소적 이성 비판』에 나타나는 

인간론적 이해와 성경적 관점의 제안 
토론

자

(중)尚杰 

Shang Jie 

(중국사회과학원)

▪程乐松 Cheng Lesong(북경대)

 -『제물론』의 사상과 방법에 대한 재고
정세근(충북대)

언어

교육

문화

인문학 연구의 과학적 해석

사회자：李爱军 Li Aijun(중국사회과학원)

발표

자

▪김지영(서강대)

 - 화용적 의미와 신경회로: 의사소통에 

대한 신경화용론적 접근 토론

자

(중)丁治民 

Ding Zhimin 

(상해대학교)

▪罗颖异 Luo Yingyi(중국사회과학원)

 - 범언어적 인과(因果)표현의 어순 가공 – 
행위에서 신경증거까지

이혜경(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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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션Ⅲ >

시간 발표자/토론자

14:00~15:30

문학

20세기 한‧중 문학에 나타난 인문적 가치

사회자：신하윤(이화여대)

발표

자

▪박윤우(서경대)

 - 일제강점기 한국 저항문학의 인문학적 

가치 해석
토론

자

(중)冷川 

Leng Chuan 

(중국사회과학원) 

▪杨位俭 Yang Weijian(상해연구원)

 - '자각'의 갈림길: 계몽, 제1차 세계대전과 

동서문화 논쟁의 문명사적 함의 

임우경(성균관대)

역사

새롭게 발견되는 고문서와 다시 쓰는 한중역사

사회자：정일교(경기대)

발표

자

▪오택현(동국대)

 - 논어목간을 통해 본 동아시아 문화교류
토론

자

(중)宁镇疆 

Ning Zhenjiang 

(상해대학교) 

▪李善洪 Li Shanhong(북화대)

 -『동문휘고』중 청의 조선에 대한‘견폐’ 

문제 연구

손성욱(선문대)

철학

한국과 중국의 서양철학 수용과 대응

사회자：정세근(충북대)

발표

자

▪이주강(성균관대)

 - 20세기 전후 한국과 중국 지식인의 

사회진화론 수용 및 현대적 시사점 : 

양계초와 신채호를 중심으로 토론

자

(중)王齐 
Wang Qi 

(중국사회과학원) 

▪马寅卯 Ma Yinmao(중국사회과학원)

 - 철학후발국의 정체성 불안 및 극복 : 

동아시아 국가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정원섭(경남대)

언어

교육

문화

인문학 대중화를 통한 인문 가치의 재발견

사회자：강병규(서강대)

발표

자

▪김영민(동국대/항주사범대)

 - 인공지능과 인문정신: 디지털시대의 

인문학 대중화사업 토론

자

(중)钱有用 

Qian Youyong 

(중국사회과학원) 

▪金基石 Jin Jishi(상해외국어대)

- 조선시대의 중국어 교육 및 그 선도적 

특징

오문의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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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발표자/토론자

15:45~17:15

문학

한‧중 문학번역에 나타난 인문가치의 재해석

사회자：岳永逸 Yue Yongyi(중국인민대)

발표

자

▪유춘동(강원대)

 - 조선후기(朝鮮後期) 한글 방각본(坊刻本) 

수호전(水滸傳)의 성격
토론

자

(중)谷卿

Gu Qing

(중국예술연구원)

▪李闻思 Li Wensi(중국사회과학원)

 - 중국에서의 한국 당대소설 번역과 

출판의 몇 가지 문제

김태성

(한성문화연구소)

역사

재난과 그 극복과정을 통해 본 한중역사 

사회자：李花子 Li Huazi(중국사회과학원)

발표

자

▪이석현(조선대)

 - 재난과 국가, 시장, 勸分 : 救荒活民書와 

牧民心書를 중심으로  
토론

자

(중)韩昭庆 
Han Zhaoqing 

(북단대학교)

▪朱浒 Zhu Hu(중국인민대)

 - 청조 가도시기(가경제 도광제)의 환경 

악화와 그 사회적 결과

김문기(부경대)

철학

인공지능과 동아시아 철학의 미래

사회자：段伟文 Duan Weiwen(중국사회과학원)

발표

자

▪이영의(고려대)

 - 인공지능 시대에서 구현된 효(孝) 사상: 

체화된 인지 이론과 로봇돌봄을 중심으로 토론

자

(중)段伟文 

Duan Weiwen 

(중국사회과학원) 

▪孙伟平 Sun Weiping(상해대)

 -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적 성찰

손영창

(한국기술교육대)

언어

교육

문화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사회자：丁治民 Ding Zhimin(상해대학)

발표

자

▪전국조(경성대)

 -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과 계급 문제에 

대한 현시대적 함의 - 부산과 창춘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토론

자

(중)岳永逸 

Yue Yongyi 

(인민대)

▪李河 Li He(중국사회과학원)

 - 도시문화공간 : 생존에서 보여주기 위한 

거주공간으로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 세션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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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홍보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