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民

族

語

文

學

會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인문관 615호 윤재환 교수 연구실
회장: 윤재환(010-9871-1037) / 학회 통장: 우리은행 1002-061-898836(윤재환)
총무: 권진옥(010-3949-0522), 김묘정(010-7663-3594) 간사: 유진희 (010-3443-5670)
학회 홈페이지: http://www.emunhak.com / 학회 e-메일: hanemun@hanmail.net

문서번호 : 2021-11
시행일자 : 2021.7.15.
발 신 자 : 한민족어문학회
수 신 자 : 회원 제위

제목 : 제331차 한민족어문학회 학술대회 공지
1. 회원 여러분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민족어문학회는‘국어국문학 속의 분열된 사회’를 주제로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열띤 학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
니다.

❏ 주제 : 국어국문학 속의 분열된 사회
❏ 일시 : 2021년 8월 6일(금) 13:30~17:30
❏ 장소 : COVID-19로 인한 온라인 개최(ZOOM)
❏ 주최 : 한민족어문학회

붙임: 제331차 한민족어문학회 학술대회 일정 및 참여 방법. 끝.

2021년 7월 15일

한민족어문학회

【붙임】제331차 한민족어문학회 학술대회 일정 및 참여 방법

❏ 학술대회 일정
시간
13:30~13:40

내용

발표/사회/좌장

개회사

윤재환(한민족어문학회장)

[기획 주제 발표]

사회: 권진옥(단국대)

(기조발표)
13:40~14:50

윤재환(한민족어문학회장)

문학 속의 분열, 분열 속의 문학
텍스트 속의 분열된 사회

유혜원(단국대)

상소 속에 나타난 분열 양상 연구-병호시
비를 중심으로14:50~15:00

휴식
[자유 주제 발표]

사회: 김효정(단국대)

근대 국어 필사기록류의 구어성 연구

황국정(경상대)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와 일하는 여성의 이
15:00~16:20

맹영일(단국대)

미지
이재(頤齋) 조우인(曺友仁)의 필화사건(筆禍
事件) 소재 가사 연구
장용학의 후기 소설에 나타난 반자본주의
적 특성 연구

16:20~16:30

서영희(계명대)
권현주(영남대)
류희식(경북대)

휴식
종합토론: 신호철(청주대)
이국진(강원대)

16:30~17:30

이준환(전남대)
김권동(대구한의대)
신현웅(한국기술교육대)
권동우(영남대)

17:30

연구윤리교육 및 폐회

좌장: 남상권(경주대)

❏ 온라인 학술대회 참여 방법
-.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 ZOOM 회의실을 통해 학술대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 ZOOM의 접속 및 사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경우>
1) https://zoom.us/download에 접속하고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 →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2)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의실에 입장합니다.
-. 회의실 입장 방법 ① : 아래의 URL로 바로 입장 → “이름(소속)” 입력
https://us02web.zoom.us/j/6259062540?pwd=ckFhSVh1azVOWUYxUHFWcVZKV
G12dz09
-. 회의실 입장 방법 ② : 회의 참가 → 회의 ID 입력 → “이름(소속)” 입력 →
회의 비밀번호 입력
3) 회의 ID : 625 906 2540 / 비밀번호 : 1111
<태블릿 및 핸드폰의 경우>
1)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ZOOM” 혹은 “줌”을 검색하여
“ZOOM Cloud Meetings” 앱을 설치합니다.
2)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의실에 입장합니다.
-. 회의실 입장 방법 ① : 아래의 URL로 바로 입장 → “이름(소속)” 입력
https://us02web.zoom.us/j/6259062540?pwd=ckFhSVh1azVOWUYxUHFWcVZKV
G12dz09
-. 회의실 입장 방법 ② : 회의 참가 → 회의 ID 입력 → “이름(소속)” 입력 →
회의 비밀번호 입력
3) 회의 ID : 625 906 2540 / 비밀번호 :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