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民族語文學會 창립 40돌
40돌 기념 전국학술대회(제318차) 개최 안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민족어문학회 2014년 하계 전국 학술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게 되어 회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학회에서도 선생님을 더 편안하
고,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민족어문학회는 올해로 창립 40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금번 학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마
련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간 회원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에 힘입어 학회가 착실하게 내실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학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민족어문학회 회장 최상은 드림

<학술대회 세부 일정>

주제 : 국어국문학과 실사구시(實事求是), 인간과 삶에 대한 대중적 환유(換喩)
◆ 일 시 : 2014년 8월 21일(목), 10:30~18:00
◆ 장 소 : 대구한의대학교(삼성캠퍼스) 한의학관 212, 213, 214호
◆ 주 최 : 한민족어문학회
◆ 주 관 :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부, 개회식 및 기조발표
기조발표

3
4

사회 : 윤정헌(경일대)

개회 선언 및 학회장 인사(11:00~11:10)

1

2

장소 : 한의학관 213호

윤정헌(경일대)
김기탁
(경북대 명예교수)
최상은(학회장)

발표시간

제 목

11:10~11:40

한민족어문학회 40돌 약사 보고

11:40~12:00

한민족어문학회 40돌에 대한 소회

12:00~12:30

역대 회장 및 원로 회원 소개
점심 식사(12:30~14:00)

2부, 제1분과(국어학/국어교육)
발표자

발표시간

1

이준환(창원대)

14:00~14:30

2

김지훈(단국대)

14:30~15:00

장소 : 한의학관 213호

사회 : 구자황(숙명여대)

제 목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자전 비교 고찰-한자음과
뜻풀이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회화교육

토론자
윤재환(단국대)
김민호(대구한의대)

중간 휴식
3

박호관(대구대)

15:10~15:40

사회담론 공간과 시사교양적 글쓰기

김권동(경상대)

4

주민재ㆍ김진웅
(연세대)

15:40~16:10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교수자들의 평가 기준에 관한 탐색적
연구-질적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곽은희(대구대)

제1분과 종합토론 (16:10∼17:40)
▷ 좌장 : 김효신(대구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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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윤재환(단국대), 김민호(대구한의대), 김권동(경상대), 곽은희(대구대)

2부, 제2분과(국문학-고전문학)
발표자

장소 : 한의학관 214호

사회 : 박해남(성균관대)

발표시간

제 목

토론자

1

박재민(관동대)

14:00~14:30

향가와 대중성

권현주(영남대)

2

김영학(조선대)

14:30~15:00

한국 가면극에 나타난 ‘몸’ 연구

김경남(영남대)

중간 휴식
3

박유미(영남대)

15:10~15:40

三國遺事 <惠通降龍> 설화에서 본 인물과 공간의 관계
김영권(대구한의대)
양상

4

김은지(경남대)

15:40~16:10

유배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정서 변화 연구-<남천록>을
중심으로

백순철(대구대)

제2분과 종합토론 (16:10∼17:40)
▷ 좌장 : 손정인(대구한의대)
▷ 토론 : 권현주(영남대), 김경남(영남대), 김영권(대구한의대), 백순철(대구대)

2부, 제3분과(국문학-현대문학)
발표자

장소 : 한의학관 212호

사회 : 박영식(경북대)

발표시간

제 목

토론자

1

류희식(경북대)

14:00~14:30

모더니스트의 대화 방법-장용학 소설에 나타난 삶의 추구와
기쁨의 증대

심영덕(영남대)

2

배호남(초당대)

14:30~15:00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임의 의미 연구-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중심으로

손민달(조선대)

중간 휴식
3

강민희(단국대)

15:10~15:40 지역문학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천안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4

권동우(영남대)

15:40~16:10

1920년대 염상섭의 ‘대중적 저널리즘’ 인식-동아일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김경미(경북대)
김영찬(계명대)

제2분과 종합토론 (16:10∼17:40)
▷ 좌장 : 김은철(상지대)
▷ 토론 : 심영덕(영남대), 손민달(조선대), 김경미(경북대), 김영찬(계명대)

폐회(17:40) 및 만찬(18:00)
♠ 학회 통장 : 우체국 312546-02-208540 (예금주 : 최상은) ♠
 330-7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최상은 교수 연구실
☎)041-550-5117 E-mail : hanemun@hanmail.net ◆ 담당자 : 남상권 총무이사(011-9597-6211)

평의원 및 학회 임원께서는 아래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5호관 연구동
604호실에서 임시 이사회, 동 건물 204호실에서 평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윤리위원회 운영 및 학회 학술상 제정 건
2. 2014년 학술지 발행 건(연 3회->연 4회)
3. 차기 학회 현안 문제(평의회)

뒷장 <오시는 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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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삼성캠퍼스) 오시는 길>

☞ http://www.dhu.ac.kr/korean/intro/campus02.htm(대중교통 및 승용차 이용시)

시내버스(100번, 109번, 991번 종점은 대구한의대)
버스
번호

종착지

빠르게 승차할 수 있는 곳

배차 간격

한의대 발
막차 시간

100
번

대구한의대

->황금동 -> 어린이회관 -> 범어4거리
-> 남부정류장 -> 사월역 -> 경산역->대구한의대(종점)

10분

21:30

991
번

대구한의대

->반월당->남부정류장->사월역->영남대역(영남대 복지관
대구은행 앞 정류소)->대구한의대(종점)

17분

21:00

109
번

대구한의대

대경대->영남대 복지관 건너(영대역) 버스
정류장->임당역(좌회전)->경산시청->대구한의대(종점)

15분

21:10

기차로 오시는 분
•

경산역 도착: 시내버스(100번,991번) 이용(목적지 대구한의대)

•

동대구역 도착: 고속터미널 시내버스(399번, 909번 남부정류장 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남
부정류장 버스정류장 하차)-> 내리신 곳에서 100번, 991번 버스로 환승(목적지 대구한의대)

지하철을 타시는 분
•

사월역에서 하차하여 위의 시내버스 100번, 991번을 이용(목적지 대구한의대)

고속버스를 이용하신 분
•

동대구 고속터미널에서 시내버스(399번, 909번, 남부정류장 방향)→남부정류장 버스 정류장에
서 하차-> 내린 곳에서 시내버스 100번, 991번 환승(목적지 대구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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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개최 건물 및 버스 편 종착지 안내>
☞ 아래 사진 중 원표시 “20”번 건물 (신설)강의동, 사각표시 內 ”27” “28” 지점은 버스 종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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