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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иглашение

За долгое время без доли сомнений называю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ей». Даже если бы название было другим, в нашем научном обществе мероприятия 

всегда проходили с участие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гостей», поэтому все наши конференци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днако всё ж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такого торжества всё 

же есть повод. 

Во-первых,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25-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Для нас это событие имеет не просто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мысл. 25 лет назад мы впервые смогли поехать учиться в Россию. Если представить, что 

наши отношения - это брак, то нас можно поздравить с серебряной свадьбой. 

Во-вторых, это способ предсказать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с точки зрения 

гуманитарных наук.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в котором почему-то уделяют внимание тольк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рогнозам, нашей науке приходится заниматься таким «Дон Кихотовским» 

трудом как гуманитарные прогнозы.

В-третьих, мы всегда живём во времена, когда чего-то не хватает. Мы, словно Эрисихтон 

из греческого мифа, который никак не мог наесться, и был наказан, живём в постоянном 

недостатке денег. Мы хотим делать больше, больше значимых дел, но из-за финансовых проблем 

вынуждены сидеть сложа руки.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я бы очень хотел, чтобы наша гуманитарная 

наука была неисчерпаемым источником, как «Записки сумасшедшего» у Гоголя. 

Глубокий поклон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приехавшим издалека. Я бы также хотел выразить 

глубокое уважение всем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коллегам-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проделавшим долгий путь 

из-за рубежа. В частности, выражаю искренню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М. К. Аммосова, принявшим дружеское участие в 

совместном проведении конференции. В заключение, хотел бы выразить уважение и тёплые 

чувства членам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и секретариата конференции, в течение года 

усердно работавшим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сегодняшн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егодня путь наш не прост, я надеюсь, что наша наука о России 

будет обретать всё более прочное положение. 

Спасибо!

Хам Ен Джун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ПРЯ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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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참으로 오랜만에 ‘국제학술대회’라는 이름을 걸어봅니다. 꼭 이 이름이 아니었어도 우리 

학회엔 언제나 ‘국제적인 분들’ 을 모시고 진행했으니 사실 늘 국제학술회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잔치를 벌이고자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러 수교 25주년이라는 연대기적 의미입니다. 이는 단지 정치 외교적 의미뿐 

아니라 25년 전 처음으로 러시아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인으로 치면 

은혼식의 학문적 의미를 축하하고자 했습니다.

둘째는, 두 나라의 관계를 ‘인문학’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조망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적인 조망을 한다는 돈키호테식의 구상이 

어쩌면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의 의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늘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형벌을 받은 

그리스 신화의 ‘에리직톤’처럼 돈의 결핍에 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해도 결국 재정적 위기 때문에 움찔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골리의 광인처럼, 우리 인문학이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를 바랬습니다.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모든 참석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길 헤치고 참석해주신 해외의 많은 동료 선생님들께 마음속 존경을 드립니다. 특히, 

공동 개최를 위해 학문적 우정을 보여주신 ‘북동 연방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1년 이상 노심초사 애써주신 조직위와 총무국에 금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을 전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헤매며 걷는 길이, 종래에는 우리 러시아 인문학에 보다 든든한 대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어노문학회장 함 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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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별 주제명 

대회 주제명 한러관계의 인문학적 조망 

제1분과

제A분과
문화 세션: 유라시아 공간 속에서 한·러 문화 대화 1, 2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диалог 

в евразий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1, 2

제B분과
공공외교 세션: 세계화, 러시아 그리고 미래 지향적 한·러 관계
Глобализация, Росс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제2분과

제A분과

러시아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세션: 
러시아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Методика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제B분과

러시아어 통번역 세션:
한·러 통번역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й перевод и межкультурн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제3분과

제A분과
러시아어 교육 세션: РКИ 교육의 이론과 실제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обучения РКИ

제B분과
러시아어 교육 세션: 러시아어 교육 방법론 1
Метод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преподавания РКИ

제4분과

제A분과
러시아어 교육 세션: 러시아어 교육 방법론 2
Метод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преподавания РКИ 2

제B분과
러시아 어학 세션: 현대 러시아어의 문법, 문체론과 어휘론 1
Вопросы грамматики, стилистики и лекси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1

제5분과

제A분과
러시아어 교육 세션: 현대 러시아어의 문법, 문체론과 어휘론 2
Вопросы грамматики, стилистики и лекси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2

제B분과
사회문화 세션:
한국과 러시아: 언어, 종교, 교육
Корея и Россия: язык, религия и образование

제6분과
제A분과 문학세션: 한국과 러시아, 문학 속의 소통 과정 1, 2

Корея и Россия: общение через литературу 1, 2제B분과

제7분과 어학 세션
어학세션: 현대 러시아 언어학 연구의 현안과 경향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и тренды русской лингвистик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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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09:30~10:00

개회사: 함영준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장  
축  사: 알렉산드르 티모닌(Тимонин А. А.) 주한 러시아 대사
축  사: 스베틀라나 페트로바(Петрова С. М.) 북동 연방대학 부총장

※ 한-러 순차통역으로 진행.
사회: 황성우(한국외대)

문화 세션: 유라시아 공간 속에서 한·러 문화 대화

Корейско- росси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диалог в евразий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1
사회: 박혜경(한림대)

10:00~10:40

주제: 행위와 윤리: 메이예르홀트의 생체역학을 중심으로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диалог в ев

разий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1
발표: 백승무(한림대)

토론: 차지원(서울대)

10:40~11:20

주제: 대도시의 삶: 현대 카자흐스탄 영화에 나타난 문화 충돌
Жизнь в мегаполисе: Культурное столкновение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азахском кино

발표: 라승도(한국외대)

토론: 김준석(한국외대)

11:20~12:00

주제: 투바 공화국 영웅 서사시의 서사구조와 갈등 양상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и конфликтные 

аспекты в тувинских богатырских сказках

발표: 김태옥(충북대)

토론: 고영랑(건국대)

12:00~13:30 점심식사

문화 세션: 유라시아 공간 속에서 한·러 문화 대화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диалог в евразий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2
사회: 황성우(한국외대)

13:30~14:10

주제: 이바노프 이야기 속 한국적 요소와 거짓 한국적 요소 
연구 : 위대한 도시의 부적
Корейское и псевдокорейское в рассказе Вс. 
Иванова  

«Шо-Гуанг-Го, или амулет великого города»
발표: 루벤 나자리얀(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대학교)

Рубен Гамлетович Назарьян (Самарканд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토론: 이지연(한국외대)

일정별 세부 계획

■  강의실 302호 (2015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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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50

주제: 러시아 극동 발전 전략과 소수민족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и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발표: 원석범(한림대)

토론: 김혜진(한국외대)

14:50~15:30

주제: 현대 러시아 영화계의 문학영상화
Экранизац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российском 

кинематографе

발표: 이희원(상명대)

토론: 김민아(서울대)

15:30~16:00 Coffee break 

공공외교 세션: 세계화, 러시아 그리고 미래 지향적 한·러 관계

Глобализация, Росс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사회: 최정현(대구대) 

16:00~16:40

주제: 한국의 러시아 교육 시스템 연구과 국제 협력 및 
경험 공유 방안

Российская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ут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обмена 

опытом. 
발표: Писарева Ларис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Chung-Ang Univ.) 
Смирнова Маргарита Григорьевна (Русский Дом) 

토론: 타티아나 이
(국방연구원)

16:40~17:20

주제: 한국과 러시아 연방의 공공외교 - 새로운 단계의 
진입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РК и РФ: 
выход на новый этап 

발표: Денис Буровин
(주한 러시아 대외협력청장, 주한러시아대사관 1등 
서기관)

토론: 김수환(한국외대)

17:20~18:00

주제: 1920-30년대 한반도에서의 소비에트 외교의 문화, 
인도적 차원

Культурное и гуманитарное измерение 

совет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1920-30 годы. 
발표: Баллод Жанна Оттовна (Seokyung Univ.)

토론: 김태연(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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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러시아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세션: 러시아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Методика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사회: 유학수(선문대)

10:00~11:00

주제: 러시아어 모국어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방법론 연구
Методика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школьников

발표: Ким Алина Юрьевна (Русский Дом) 

토론: 장혜진(중앙대)

11:00~12:00

주제: 러시아의 한국어 교육: 과거와 현재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России: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발표: Аникина Вера Владимировна
(Националь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토론: 문준일(경상대)

12:00~13:30 점심식사

러시아어 통번역 세션: 한·러 통번역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й перевод и межкультурн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사회: 최정현(대구대)

13:30~14:10

주제: 박완서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번역의 역사적 측면

Перевод романа Пак Вансо «Забытый вкус 

кисличк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발표: Ли Сан Юн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А.И. Герцена) 

토론: 김민수(한국외대)

14:10~14:50

주제: 미디어 번역과 번역사의 역할
Перевод СМИ и роль переводчиков

발표: 이혜승(수원대)
토론: 이상원(서울대)

14:50~15:30

주제: 한국 영화시나리오의 러시아어 번역 문제 연구
Приемы перевода аудиовизуального текста 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русский на примере 

перевода киносценария

발표: Примакова Татьяна (Suwon Univ.)

토론: 김은희(한국외대)

15:30~16:00 Coffee break 

■  강의실 5동 107-2호 (2015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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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통번역 세션: 한·러 통번역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й перевод и межкультурн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사회: 김민수(한국외대) 

16:00~16:40

주제: 한국 문학 및 문화 컨텐츠의 러시아어 번역 교육에 
대한 소고: 현황과 전망 분석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дходов к обучению переводу 

корейских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발표: 전혜진(중앙대)

토론: 전재영(중앙대)

16:40~17:20

주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예술 텍스트 번역의 문제
«Межкультурн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и проблемы 

перевод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발표: Подгорная Людмила Дмитриевн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кадемия Бизнеса и Управления)

토론: 
Примакова Т.
(Su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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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러시아어 교육 세션: 러시아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обучения РКИ

사회: Кулькова Р. А(Sangmyung Univ.)

10:00~10:40

주제: 인간형상: 개념과 해석
Образ человека: основные концепты и 

интерпретация (на материале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ы 

мира Якутии)
발표: Жондорова Галина Егоровна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토론: 
Кулькова Р. А
(Sangmyung Univ.)

10:40~11:20

주제: 문학기호학을 토대로 한 러시아 교육의 혁신적 
교육방법론

Авторская инновационная методика обучения 

РКИ на основе литературной семиотики

발표: Петрова Светлана Максимовна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토론: 
Токарчук И. 
(ДВФУ)

11:20~12:00

주제: 연방대학 교강사진 전문 교육에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Межкультурн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учителя в условиях федерального вуза

발표: Залуцкая Светлана Юрьевна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토론: 
Световидова Инна 

(МГУ) 

12:00~13:30 점심식사

러시아어 교육 세션: 러시아어 교육 방법론 1
Метод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преподавания РКИ

사회: Кулькова Р. А(Sangmyung Univ.) 

13:30~14:10

주제: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Аудиовизуальный метод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발표: Асанова Светлана (Suwon Univ.)

토론: 
Баллод Ж. О.
(Seokyung Univ.)  

14:10~14:50

주제: Parole, parole: 어휘 선택에 대해
Parole, parole: и снова о выборе слов

발표: Световидова Инна (МГУ), 
Ким Елена Руслановна (Seoul National Univ.)

토론: 
Залуцкая 

Светлана Юрьевна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

рситет)

■  강의실 301호 (2015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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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30

주제: 비언어 전공 학생의 외국어 학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Об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студентов

неязыков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Проблемы и методы их решениея.

발표: Поспелова Марина Сергеевна (Suwon Univ.)
Лепихов Николай Владимирович

(Volgograd state technical Univ.)

토론:  
Эдуард Дё

(Kemyung Univ.) 

15:30~16:0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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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107호 (2015년 10월 2일)

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러시아어 교육 세션: 러시아어 교육 방법론 2
Метод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преподавания РКИ

사회: Петрова Светлана Максимовна

10:00~10:40

주제: “post lesson” - 학생들의 학습소양 형성 방법
Мини видео письма “post lesson” - метод 

формирования учебной культуры студентов

발표: Кулькова Раис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Sangmyung 
Univ.), 

사회: 
Петрова С. М.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10:40~11:20

주제: 한국 대학에서의 러시아어 교육 개념
Концепция курса методики РКИ в корейском 

вузе

발표: Попова Екатери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Sungkyungkwan Univ.)

토론: 
Свинцова И. Ю.
(HUFS)

11:20~12:00

주제: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수업에서 전자참고서 
«2GIS»의 이용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лектронного справочника 

«2GIS» на занятиях по РКИ 

발표: Бунчук Ольга Михайловна 

(Алта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토론: 
Кулькова Р.А.
(Sangmyung Univ.)

12:00~13:30 점심식사

러시아 어학 세션: 현대 러시아어의 문법, 문체론과 어휘론 1
Вопросы грамматики, стилистики и лекси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1

사회: Кулькова Р. А(Sangmyung Univ.)

13:30~14:10

주제: 대조된 현실과 습득된 현실
Реальность сопоставленная и усвоенная

발표: Ахметшин Руслан Борисович (Seoul National 
Univ.)

토론: 
Свинцова И. Ю.
(HUFS)

14:10~14:50

주제: 단어 “영혼”과 관련된 러시아어 관용구
Фразеологизм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о словом 

душа в корейской аудитории.
발표: Терских Татьяна Филипповна (Anyang Univ.)

토론: 
Окатова Н. Т.
(HUFS)

14:50~15:30

주제: 러시아어 발음 교육 과정에서 한국 학습자의 음운적 
역량 형성 문제 

Вопрос формирования фонологи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корейских учащихся при 

обучении русскому произношению

발표: Чанг Диана (중앙대 국제대학원) 

토론: 
Поспелова М. С. 
(Su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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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301호 (2015년 10월 2일)

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러시아 어학 세션: 현대 러시아어의 문법, 문체론과 어휘론 2
Вопросы грамматики, стилистики и лекси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사회: Блащук Н. Л.(Chungbuk Univ.)

10:00~11:00

주제: 동사원형의 구문적 특징 – 불가코프 작품 분석을 

토대로

Некоторые особенности синтаксиса 

нефинитных глагольных форм (на материале 
произведений М.А. Булгакова) 

발표: Юшина Людмила Юрьевна (Hanyang Univ.)

토론: 
Токарчук И.
(ДВФУ)

11:00~12:00

주제: 인간의 언어활동과 러시아어 비교 표현
Русские устойчивые сравнения,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рече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человека (на фон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발표: Кулик Александра Эдуардовна (Kyunggi Univ.) 

토론: 
Юшина Л. Ю.
(Hanyang Univ.) 

12:00~13:30 점심식사

사회문화 세션: 한국과 러시아: 언어, 종교, 교육
Корея и Россия: язык, религия и образование

사회: Юшина Л. Ю.(Hanyang Univ.)

13:30~14:30

주제: 한국 정교의 러시아적 근원
Российские корни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ославия

발표: Муран Анатолий, Муран Ольга 

(Sunmoon Univ.)

토론: 
Попова Е.В.
(Sungkyungkwa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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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문학 세션: 한국과 러시아, 문학 속의 소통 과정 1
Корея и Россия: общение через литературу 1

사회: Муран Анатолий, Муран Ольга(Sunmoon Univ.)

10:00~10:40

특강: 20세기 러시아 문학 카논: 그 형성과 기능
Русский литературный канон ХХ века: 
Формирование и функции

발표: Игорь Николаевмч Сухих (СПБГУ)

* Special lecture

10:40~11:20

주제: 러시아 문학의 실험적 산문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ая проза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발표: Ощепкова Анна Игоревна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토론: 
Ахметшин Р.Б.
(Seoul National Univ.)

11:20~12:00

주제: 아나톨리 김 <코사트 다블렛>: 러시아 코사트인 
문제의 존재론적 해석

«Казак Давлет» А. Кима: онтологическая 

интерпретация «кавказской» проблемы России

발표: Сумская Марина Юрьевна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Г. В. Плеханова)

토론: 김엘레나(서울대)

12:00~13:30 점심식사

문학 세션: 한국과 러시아, 문학 속의 소통 과정 2
Корея и Россия: общение через литературу 2

사회: 이영범(청주대)

13:30~14:10

주제: 한국의 식민지 이전과 식민지 시대의 톨스토이
Восприятие творчества Льва Толстого 

(1828-1910) в Корее Нового Времени

발표: Тихонов Владимир(박노자) (Oslo Univ.)

토론: 
Игорь Николаевмч 

Сухих (СПБГУ)

14:10~14:50

주제: 욕망의 글쓰기: 나보코프의 롤리타와 박범신의 
은교
Записки вожделения: “Лолита” Набокова и 

“Ын-гё” Пак Бом-сина
발표: 김엘레나(서울대)

토론: 김윤영(서울대)

■  강의실 302호 (2015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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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30

주제: 한국 산문에서 인텔리겐치야의 운명
«Судьба интеллигенции в корейской прозе»

발표: Хегай Ольга Чангировна 

(Русск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НОАНЭ»)

토론: 
Шульженко 

Вячеслав 

Иванович

(Пятиго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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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실 434호 (2015년 10월 2일)

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Conference Special Lectures

09:30~10:30

주제: The fall of the Jers and the rise of the Russian 
language 

발표: Tore Nesset (University of Tromsø, Norway)

10:30~11:30
주제: A verb classifier hypothesis for Slavic prefixes 
발표: Laura Janda (University of Tromsø, Norway)

11:30~12:00 토론

12:00~13:30 점심식사

어학 세션: 현대 러시아 언어학 연구의 현안과 경향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и тренды русской лингвистики 

사회: 송은지(서울대)

14:00~14:30

주제: 2인칭 형태의 전위적 사용: 일반 인칭성을 중심으로
Транспозиция личных форм 2-го лица: 
обобщенноличность

발표: 남혜현(연세대)

토론: 이새봄(국민대)

14:30~15:00

주제: 러시아어의 시간: 메타포적 개념화와 표현
Врем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Метафорическая 

концептуализация и её репрезентация

발표: 이수현(서경대)

토론: 어건주(한국외대)

15:00~15:30

주제: 슬라브어의 BE와 HAVE
'быть' и 'иметь' в славянских языках

발표: 정정원(연세대)
토론: 정하경(서울대)

Round-table discussion & Lecture (434호)

16:00~17:00
Round-table discussion: Research Trends in Slavic 

Linguistics

Laura Janda
Tore Nesset 
안혁(성균관대)
정하경(서울대)

17:00~18:00
Lecture: How to publish papers in international Slavic 

journals
Laura Janda

만찬(호암관) 18: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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