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어노문학회 &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
연례 공동 학술대회
,
□ 일시: 2018년 11월 10일(토) 11:00∼18:30
□ 장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대학원4층 브릭스홀, 대학원5층 508호)
□ 주최: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HK)
□ 회의 일정표
- 10:40~ :
- 11:00~11:10 :
- 11:10~12:00 : “
- 12:00~13:00 :
- 13:10~18:30 :
- 18:30~ :

,

”

■ 2018 한국노어노문학회 연례 공동 학술 대회 상세 일정 ■
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10:40~
11:00~11:10

등록
개회식
* 특 별 강 연 *

11:10~12:00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 소장 강덕수 교수님

강연 주제 : < 규칙, 제약 그리고 유추 >
12:00~13:00
점심식사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 HK 세션 (13:10 ~ 15:40)

사회: 송준서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 (장소:브릭스홀)
발표주제: 러시아 아방가르드와 시각기호의 화용론
13:10~13:45
발표자: 이지연(한국외대)
발표주제: 볼가-우랄 지역 도시 비교
13:45~14:20
발표자:김혜진(한국외국어대)
14:20~14:30
10분 휴식
발표주제: 수용소 문학에 나타난 공간성 연구: 콜리마
14:30~15:05

15:05~15:40
15:40~16:00

대지를 중심으로

토론: 조준래
(한국외대)

토론: 허선화
(부산대)

도스토예프스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6:35~17:10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17:10~17:20

발표자: 김성일(청주대)
10분 휴식
발표주제:

에른스트

네이즈베스니의

조각

토론: 조혜경
(대구대)
작품에서

나타나는 20세기 중반 러시아의 문화적 트라우마
발표자: 이훈석(성균관대)
발표주제: 2017-2018 중앙아시아 영화 연구;

17:55~18:30

(한국외대)

(경희대)

발표자: 임혜영(고려대)
발표주제: 삶의 부조리와 반항적 인간:

17:20~17:55

(서울대)
토론: 김선래

발표자: 김준석(한국외국어대)
발표주제: 소비에트 달력 개혁의 제 논의: 명분과 실리 토론: 박영은
(한양대)
발표자: 황성우(한국외국어대)
coffee break
문학 & 문화 세션 (16:00~18:30)
사회: 최행규
“전통과 확장”
발표주제: 파스테르나크의 낙원 테마 연구:

16:00~16:35

(한국외대)
토론: 이문영

제23회 부산 국제영화제 출품작들을 중심으로
발표자: 홍상우(경상대)

토론: 최은경
(한국외대)
토론: 이희원
(상명대)

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РКИ 세션 (13:10 ~ 18:30, 대학원 508호)
“Развитие методики обучения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в Корее”
II-1 (13:10 ~ 14:55) / II-2 (15:05 ~ 16:50)

발표주제: Обучение чтению и работа с текстом
13:10~13:45

в корейской аудитории
발표자: Бриченкова Е. С. (경희대)
발표주제: Факультатив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опыт

13:45~14:20

совместной аудиторной работы кор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사회:
Виноградов Д. В.
(한국외대)
토론:
Балдина Е.
(서울대)

В.

토론:
Власюк

Н.

Л.

О.

В.

(충북대)
발표자: Спиридонова О. С. (안양대)
발표주제: К вопросу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внеурочной работы 토론:
14:20~14:55

со студентами

Муран

(한국외대)

14:55~15:05

발표자: Полухина Е. П. (성균관대)
10분 휴식
발표주제:
руд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агистрантами

15:05~15:40

корейскими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моделей,

актуальных для русской научной речи, в продуктивных
видах рече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примере литературоведческих текстов).

15:40~16:15

в определении духовной ориентации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Истомина И. А.

발표자: Дё Э. Л. (계명대)

(성균관대)
토론:

историко-теоретических дисциплин и музыкальной
терминологии иностранными студентами
발표자: Гаук Л. Н. (이화여대)

16:50~17:10

II-3 (17:10 ~ 18:30)

18:30~

Лапина М. В.
(Санкт-Петерб
ургская консерв
атория,
대전음악학교)

coffee break

어학/통번역 세션 “현장과 진단”

17:50~18:30

(단국대)

토론:

в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 проблеме изучения

17:10~17:50

Асанова С. А.

발표자: Попова Е. В. & 김윤민 (성균관대)
발표주제: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발표주제: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музык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16:15~16:50

토론:

사회: 유학수
(선문대)

발표주제: 의료 통역의 특수성 – 러시아어 통역을 중심으로

토론: 서유경

발표자: 김나영(경북대)

(한국외대)

발표주제: 한국의 러시아어 교육30년 교육 연구 동향과 과제 토론: 김진규
발표자: 한현희(경희대)
폐회식 및 만찬

(고려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