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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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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00 민속
-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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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문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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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00

17:00

18:00

19:00

19:30

환영 연회 / Reception

19:00

폐회 만찬 / Farewell Banquet

총회 및 폐회식
The 14th ISKS General Meeting and Closing Ceremony

철학

/종교2

14:30

심포지엄 / Symposium

한/조선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의 모색과 전망

Exploring Prospects for Systematic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17:00

다큐멘터리 영화 / The Documentary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재일코리안 음악-』

"Crossing over the Arirang Pass

-Zainichi Korean Music-"

일정 / Schedule

August, 19 (Mon) August, 20 (Tue)

중식

Lunch

개회식 / Opening Ceremony

9:00

12:40

13:10

중식

Lunch

Philosophy

& Religion

-Food

culture-



언어1 사회 : 이상혁 (한성대학교)

10:00 중국 요녕 지역 조선어의 음운특징에 대하여 강용택 (중앙민족대학)

10:30
15세기 문헌 《월인석보》에서의 불교용어와조선어한자어 관계
고찰

김광수 (연변대학)

11:00 한국어 단모음(單母音)의 길이에 대하여 오재혁 (건국대학교)

11:30 파스파문자로 된 蒙古字韻의 字母韻과 四聲通解의 蒙韻音 대조
Rainer Dormels
(University of Vienna)

언어2 사회 : 연재훈(런던대학)

12:10
The relationship between stereotypical meaning and social
meaning of honorifics in Korean: a study of honorific
pronominal use in political context

Xi Chen, Jungmin Le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14:00
북한 조선글서체의 원형과 원류(1909-2019)
-청봉체,천리마체,명조체,맺힘체의 기본 서체를 중심으로-

류현국 (쓰쿠바기술대학)

14:30 조선어 정보화에서 인명해석 방법에 대한 연구 지동은 (연변대학)

15:00
흑룡강성 조선어 중노년층 담화의 발화형식
－기층방언의 출현에 주목하여－

다카기 다케야 (게이오대학)

언어3 사회 : Rainer Dormels (University of Vienna)

15:40
한국 드라마의 중국어 번역 연구
― 응답하라 1988을 대상으로 ―

황림화 (상하이해양대학)

16:10
언어순화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지명
-『문화어학습』내용을 중심으로-

서민정 (히토쓰바시대학)

16:40 전달 매체의 변화에 따른 국어 텍스트의 변화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17:10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규범화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
여

방정호 (조선사회과학원)

언어4 사회 : 김광수 (연변대학)

9:00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 연구
-모국어 화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의정 (연세대학교)

9:30
한국어 교육을 위한 요청 이메일의 분석
―추천서를 부탁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고지마 다이키 (긴키대학)

10:00 조선어와 영어의 부정에 대한 대조언어학적연구 김영윤 (김일성종합대학)

10:30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정체성 연구 이정란 (한국학중앙연구원)

11:00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북한의 <조선어강독> 교재 분석 연구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강독1 실습생용』, 『조선어강독2 실습 생

용』(2015)과 김형직사범대학 『조선어강독2 실습생용』(2007)을 중

심으로 ―

전영근(광동외어외무대학)
오현아(강원대학교)

언어5 사회 : 방정호 (조선사회과학원)

11:40
훈민정음의 <언해본> -고려대 도서관 육당문고 소장의 「훈민정
음」을 중심으로-

정광 (고려대학교)

12:10 훈민정음 학습 자료의 역사적 변천과 그 해석 백두현 (경북대학교)

12:40
홍기문의 『正音發達史』(1946)에 제시된 『訓民正音』(1446)
번역에 대하여 -<해례> 번역과 그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혁 (한성대학교)

1

20
일

19
일

언어 / Linguistics (1-5)



문학1 사회 : Jeongsoo Sh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0:00
재일조선인문학에 나타나는 북한문학의 양상
―1953년도 『해방신문』을 중심으로―

오은영 (오사카경제법과대학)

10:30 천세봉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의 적대적 갈등 양상 연구 김영희 (광동외어외무대학)

11:00 작품에서 보는 재일조선인 시인 金時鐘과 제주 4・3 오카자키 료코 (리쓰메이칸대학)

문학2 사회 : 송남선 (오사카경제법과대학)

11:40
漢文本 <金華寺記>의 異本 系列 硏究
― ‘金華寺 系列’을 中心으로 ―

양반 (길림외국어대학)

12:10 『경도잡지(京都雜誌)』 「풍속(風俗)」 번역의 오류 문제 진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4:00
『駱舵祥子』한역(韩译)본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 번역 연구
-관련성 이론을 바탕으로-

고홍희 (산동대학)

14:30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rough the Lens of Humour:
A Study on the Works of Bak Mingyu

Marion Delarche (School of

Advances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s)

문학3 사회 : 김영희 (광동외어외무대학교)

15:10 윤흥길 ｢종탑 아래에서｣ 언어의 계량적 분석 연구 황혜란 (홍익대학교)

15:40
Making King Peony in Korean Literary Tradition:
Appropriating the Chinese Flower in Sino-Korean Narrative

Jeongsoo Sh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6:10
역사의식을 통한 문학 교육
-이범선의 단편 소설 「오발탄」중심으로-

팔라 메디네 (앙카라대학)

16:40
「허생전」에 투영된 박지원의 경제사상
-서구경제학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영빈 (대외경제무역대학)

언어6 사회 : 김영수 (연변대학)

9:00 『한어한국어 분류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 김청룡 (중앙민족대학)

9:30 최현배의 『우리말본』에 기술된 일본어 문법 비평 와다 다카히로 (교토산업대학)

10:00 한국어 에크리튀르의 사적 고찰 이승자 (상해해양대학)

10:30
구문 문법 시각에서 본 한국어“NP+ADV+V” 중간구문과 중국
어“NP+V起来+ADV” 중간구문

장염 (상해외국어대학)

언어7 사회 : 김청룡 (중앙민족대학)

11:10 중국 조선족 언어와 언어문화의 전망과 과제 김영수 (연변대학)

11:40 조선시대 외국어의 수용 고찰 –만주어를 중심으로- 김은희 (제주대학교 )

12:10 연변지역 조선어 입말 사용실태 고찰 최순희 (북경언어대학)

12:40 중국 조선족 성인 가요의 언어 사용 양상 연구 황은하 (배제대학교)

2

문학 / Literature

19
일

언어 / Linguistics (6-7)

20
일



역/력사1 사회 : 정재훈 (경북대학교)

10:00 포스트-촛불 : 문명개화에서 신문명개벽으로 이병한 (원광대학교)

10:30
한국 정부의 대(對)오키나와 인식의 변화에 대한 검토 - 1948 년
~ 1975 년을 중심으로

나리타 치히로 (도시샤대학)

11:00
‘6.25전쟁’ 중에 보인 한국 ‘국민’의 재정의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중심으로-

고민성 (고베대학)

역/력사2 사회 :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11:40
1930년대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맑스주의적 헤겔철학 수용 : 신
남철을 중심으로

박민철 (건국대학교)

12:10 일본군 위안소 설립과 조선인 여성의 ‘위안부’ 동원 송규진 (고려대학교)

14:00
일제말기 신문을 통해 본 ‘조선해협철도터널’ 구상의 배경
- 21세기 동북아철도공동체 전망을 위하여 -

정태헌 (고려대학교)

14:30 3.1인민봉기와 그 력사적교훈에 대하여 리종익 (조선사회과학원)

15:00 조선동해의 고래자원을 략탈한 일제의 범죄적책동 리영 (조선사회과학원)

역/력사3 사회 : 홍양희 (한양대학교)

15:40
18세기 조선과 또 하나의 ‘근대’ - 영조(英祖)와 영조시대를 중심
으로 -

정재훈 (경북대학교)

16:10
순조 재위기(1800~1834) 하회河回 풍산류씨豊山柳氏의 현실 대
응과 관계망의 변화

김명자 (경북대학교)

16:40 우리 나라 고문서의 류형과 고문서목록작성에서 나서는 문제 리철 (조선사회과학원)

17:10 18세기 조선 가족의 두 얼굴, 평등과 차별 김정운(경북대학교)

역/력사4 사회 : 리종익 (조선사회과학원)

9:30 新羅 眞興王代 對陳 外交와 그 의미 조범환 (서강대학교)

10:00 고려 태조 왕건(王建)과 풍수도참(風水圖讖) 한정수 (건국대학교)

10:30
대동강류역에서 첫 고대국가 고조선성립의 사회력사적전제에 대
하여

지화산 (조선사회과학원)

역/력사5 사회 : 고민성 (고베대학)

11:10
조선 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와 재산권
– 경주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11:40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과 일본의 ‘가족법의 민주화’와 여성 시민
권

김은경 (숙명여자대학교)

12:10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이혼’ 판례 비교 연구 시론 홍양희 (한양대학교)

12:40 신라 진성여왕의 양위과정과 배경 김선주 (중앙대학교)

20
일

3

19
일

역/력사 / History



사회1 사회 : 정아영 (리츠메이칸대학)

10:00
Identities at the Border: North Korean Atomic-Bomb
Survivors Living in Japan

Yuko Takahashi
(Kyushu University)

10:30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siting of nuclear power
facilities in South Korea

Heike Hermann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1:00
월경(越境)하는 사자의례(死者儀禮) - 제주4・3사건 이후 부계 친
족집단의 경험적 지식

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2 사회 : 윤정수 (바이카여자대학)

11:40
구비설화를 활용한 청소년 생명지킴이 생명존중교육 문학치료
사례 연구

김혜미 (한림대학교)

12:10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14:00 저소득 조손가족 조부모의 정체감 재구성 김혜경 (백석대학교 )

사회3 사회 : Heike Hermann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4:40
The Making of the Postcolonial Political Economy: The
Disposition of Formerly Japanese Owned Enterprises in
South Korea, 1945-1960

LI Tingting (Peking
University)

15:10
Leadership Attributes from Gender perspective:
Implications on Next-Generation Asian Women’s
Leadership

CHO Sung-Nam
(Ewha Womans University)

15:40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전략 및 인사노무관리 성공사례 이재학 (고려대학교)

사회4 사회 : CHO Sung-Nam (Ewha Womans University)

10:00 상호교차성을 통해 보는 재일조선인 가족의 이주 경험 홍정은 (리츠메이칸대학)

10:30
The Korean Garment Business and Ethnic Network in
Argentina (아르헨티나 한인 의류업과 이민자 네크워크)

김지혜 (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11:00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한국인, 그 약자의
형상

조홍윤 (터키국립이스탄불대학)

11:30
1960년대의 재일한국인 학생운동과 “조국”의 위치: 당사자 인터
뷰를 중심으로

김우자 (리츠메이칸대학)

사회5 사회 : 고성만 (제주대학교)

12:10 한국 영화 속 식민지 도시 경성의 재현과 여/성 양인실 (이와테대학)

12:40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요인 -인구사회학
적 특성, 일본어능력, 사회적 지지 요인을 중심으로

조형범 (도시샤대학)

20
일

4

19일

사회 / Society



의료1 사회 : 황상익 (서울대학교)

10:00 731부대와 한반도
하세가와 사오리 (인하대학교)
최규진 (인하대학교)

10:30
한국 지방자치단체 특성으로 파악한 지역의 출산영향요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수연 (서울대학교)

11:00 한국의 첨단의료와 생명윤리 거버넌스: 현황과 한계 최은경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2 사회 : 김수연 (서울대학교)

11:40 시대와 운명을 같이 한 한국 최초의 의사 김익남 황상익 (서울대학교)

12:10 한반도/조선반도의 외과적 마취술의 도입과 전개 이규원 (서울대학교)

14:00 의사담당구역제를 통해 본 조선의 보건제도 리성환 (조선사회과학원)

민속 사회 : 김성민 (건국대학교)

14:40
Moving between Worlds. Understanding Shamanism through
Korean Myths from the Jeju Island

Catalina Stanciu (The
University of Bucharest)

15:10 다시 본 미추홀 역사 김영덕 (서강대학교)

15:40 복식을 통해본 조선의 민족적 정통성 조희승 (조선사회과학원)

철학ㆍ종교1 사회 : 로학희 (김일성종합대학)

10:00 군위 인각사의 역사와 고고학적 발굴성과 김선 (불교문화재연구소)

10:30 고려 대각국사 의천의 불교 사상과 그 가르침
서셀라
(절강성 온주시 제14고급중학교)

철학ㆍ종교2 사회 : 김선 (불교문화재연구소)

11:10 공자사상의 현대적 이해 이병욱 (고려대학교)

11:40 동학은 조선민족고유의 진보적사상유산 로학희 (김일성종합대학)

12:10
지눌의 『수심결(修心訣)』에 나타난 ‘마음 닦음’과 그 현대적 의
의 - 남과 북의 『수심결』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김방룡 (충남대학교)

12:40 정약용의 <심경밀험>에 나타난 윤리적 함의 김혜련 (충북대학교)

민속 / Folklore

철학ㆍ종교 / Philosophy & Religion

20
일

5

19
일

의료 / Medicine



교육1 사회 :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10:00
미국, 일본, 한국의 고등학교 단위제 교육과정 비교: 고교학점제
도입에 주는 시사점

최정희 (단국대학교)

10:30
스마트폰을 이용한 한국어 발음 학습
-일본인 학습자 ‘ㄴ, ㅁ, ㅇ’의 철자오류를 중심으로-

박은주 (오사카조가쿠인대학)

11:00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연어 교육 양상 연구
- 북경대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

부가준 (제주대학교)

교육2 사회 : 송창주 (오클랜드대학)

11:40 한국인의 다문화 감수성: 한국교육의 미래에 던지는 경고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12:10
찌아찌아 한글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류학적 재고
― 소라월리오 찌아찌아족의 민족정체성 인식에 미친 영향 ―

김효진 (와세다대학)

14:00
Effects of Playing a History Simulation Game on Spanish-
Speaking Students:Post-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njung Min(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Chile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

14:30
Learning to live: Older Korean migrants’ life-long learning
experience in New Zealand

Anne Koh
 (The University of Auckland)

15:00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발전동향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
제》

홍혜명 (김일성종합대학)

교육3 사회 : 홍혜명 (김일성종합대학)

11:10 콘텐츠 창작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박재인 (건국대학교)

11:40 신체화되는 아이덴티티: 조선학교의 조선무용에 관한 고찰 송기찬 (리츠메이칸대학)

12:10 조선에서 학교교육을 가정교육, 사회교육과 결합시킨 경험 김성국 (조선사회과학원)

12:40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시제 습득 양상 분석
- 담화구조가설을 중심으로 -

박상경 (연세대학교)

6

19
일

교육 / Education

20
일



정치1 사회 : 이상협 (하와이대학)

10:00 한(조선)반도의 분단체제와 평화구축의 전략 박영균 (건국대학교)

10:30 남북의 국가 상징과 화해와 평화 상징으로서 한반도 디자인 활용 전영선 (건국대학교)

11:00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한(조선)반도 평화구축 김병로 (서울대학교)

11:30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 종교 및 문화유산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박광수 (원광대학교)

12:00 함석헌의 평화사상으로 재해석한 촛불집회의 공동체적 함의 전철후 (성공회대학교)

정치2 사회 : 미무라 미쯔히로 (ERINA)

14:00
How Hav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Developed since the Second World War?

ISOZAKI Atsuhito
(Keio University)

14:30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및 공산권 정책 수정에 대한 논의 도지인 (건국대학교)

15:00 조선에서의 국가건설경험 전하철 (조선사회과학원)

정치3 사회 : 리경철 (조선사회과학원)

10:00 분단적대성 지표 개발의 타당성과 그 활용 가치에 대한 논의 김종곤 (건국대학교)

10:30
한국 소득불평등의 정치적 원인: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양극화와 정치적 원인을 중심으로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11:00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의 주체철생산공정확립에 대하여 박성철 (조선사회과학원)

정치4 사회 : 김병로 (서울대학교)

11:40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경제지대 법
률적환경에 대하여

리경철 (조선사회과학원)

12: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근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법제도 발
전

미무라 미쯔히로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12:40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이상협 (하와이대학)

20
일

19
일

정치 / Politics

7



예술1 사회 : 진윤경 (부산대학교)

10:00 조선의 좌익미술 계보와 도상학적 분석 기다 에미코 (오타니대학)

10:30
Bauhaus in Pyongyang: Architecture of Multiplicity in
Postwar North Korea

Cheehyung Harrison Kim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1:00 Korean wave as a global phenomenon
Marlena Oleksiuk
(Wroclaw University)

11:30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and its transformation:
Cross-comparative perspectives from surrounding regions
(Northeast China, South Korea, and Japan)

Haeeun Shi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예술2 사회 : 김종군 (건국대학교)

12:10
북한 대피리의 디아스포라
-재일 북한대피리 연주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윤경 (부산대학교)

14:00 민족수난기 조선동요에 비낀 민족심리와 정서 우광영 (김일성종합대학)

14:30 향가의 《3구6명》에 대한 리해 김철 (조선사회과학원)

16:10

예술
-아리랑-

사회 : 모리 토모오미 (오타니대학)

10:30 남북의 <아리랑> 연구사 비교 김종군 (건국대학교)

11:00 각 지방 《아리랑》의 형상적특징에 대하여 리영호 (조선사회과학원)

민속
-식문화-

사회 : 이지치 노리코 (오사카시립대학)

11:40
자이니치 코리안의 음식문화에 관한 고찰
―조상 숭배 의례 음식을 중심으로－

고정자 (고베대학)

12:10 보시와 감사의 각인: 동아시아불교의 발우공양 의례 김성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2:40 우리 인민의 식생활발전에서 민족발효음식이 논 역할에 대하여 공명성 (조선사회과학원)

민속 -식문화- / Folklore -Food culture-
20
일

8

다큐멘터리 영화『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재일코리안 음악-』
The Documentary "Crossing over the Arirang Pass -Zainichi Korean Music-"

예술 / Arts

19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