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발표

나에게 인문학이란?

17:00-18:00

주제: 인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진행: 권영우 교수(CORE사업 부단장, 철학과)
발표: 학부-최성민(철학과), 대학원-김희원(사학과), 윤근호(독일어통번역학과)
장소: 백년관 국제회의실

2018 HUFS 인문주간 행사

10.31 (수)
간담회

CORE사업 ‘전’과 ‘후’

15:00-16:30

10. 29 (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2018
-간담회
-학생발표

주제: CORE사업에 대한 회고와 성찰(사회: 전용갑 교수)
발표: 김원명 교수(철학과-디지털인문한국학모델), 여호규 교수(사학과-기
초학문심화모델), 유덕근 교수(독일어과-글로벌지역학모델), 장은수
교수(독일어과-인문기반융합전공모델), 최진영 교수(아랍어통번역
학과-글로벌지역학모델), 한경민 교수(헝가리어과-글로벌지역학모델)
장소: 백년관 국제회의실
토론회

인문학 속의 지역학, 지역학 속의 인문학

영화상영회 G시네마

15:30-15:30

장소: 공학관 207호
영화: 수성못 / 유지영 감독 / 88분 / 드라마 / 2017

11.1 (목)
토론회

인문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15:00-16:30

주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사회: 권영우 교수)
발표: 라영균 교수(독일어통번역학과), 반병률 교수(사학과), 신인섭 교수
(강남대 철학과), 신정환 교수(스페인어통번역학과), 이상엽 교수(이
탈리아어통번역학과)
장소: 백년관 국제회의실
간담회

한국외대와 인문학

세계의
인문정신을 찾아서
10. 30 (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개막식
-대담회
-명사강연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개막식
-성과발표회
일시:
월
일(월)
-학생발표

16:30-18:00

주제: 인문학과 지역학(사회: 권영우 교수)
발표: 김상수 교수(영어통번역학과), 장용규 교수(아프리카학부)
전용갑 교수(스페인어통번역학과), 황성우 HK교수(러시아연구소)
최동민 박사(중앙대 독문과)
장소: 백년관 국제회의실

16:30-18:00

주제: 한국외대가 지향해야 할 인문학이란?(사회: 권영우 교수)
발표: 라영균 교수(독일어통번역학과), 윤성우 교수(철학과), 이창민 교수
(융합일본지역학부), 제성훈 교수(노어과)
장소: 백년관 국제회의실

HUFS 인문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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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서울캠퍼스> 10. 29 (월)
- 간담회, 학생발표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10. 30 (화)
- 개막식, 대담회, 명사강연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10. 30 (화)
- 개막식, 성과발표회, 학생발표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10. 31 (수)
- 성과발표회, 토크콘서트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10. 31 (수)
- 간담회, 토론회, 영화상영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11. 1 (목)
- 간담회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11. 1 (목)
- 토론회, 간담회

10. 31 (수)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성과발표회
-토크콘서트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간담회
-토론회
-영상상영회
11. 1 (목)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간담회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토론회
-간담회
11. 2 (금)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특강
10. 29 (월) - 11.2 (금)
-전시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11. 2 (금)
- 특강
10. 29 (월) - 11.2 (금)
- 전시

세계의
인문정신을
찾아서

- 11월 2일(금)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10.29 (월)
간담회

10.31 (수)

문화공연기획과 무대미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5:00-16:00

주제: 문화공연기획
강사: 에스더리(월드아트 오페라 단장)
장소: BRICs 문화관(대학원 105호)
간담회

독립영화제작			

16:00-17:00

주제: 독립영화제작
강사: 문정현(영화감독)
장소: BRICs 문화관(대학원 105호)
학생발표

A.A. Festival (Art Ambassador Festival)

17:00-21:00

10.30 (화)
인문주간 선포식

15:00~15:30

주제: 인문주간 개막식
축사: 강덕수 교수(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부총장)
장소: BRICs 화상강의실(대학원 226호)
대담회

글로벌지역학 대담회

15:30~17:30

주제 : 글로벌지역학 교육 모델의 지향점
패널 : 박노호 교수(스칸디나비아어과), 권기수 교수(포르투갈어과),
유진일 교수(헝가리어과), 엄태현 박사(루마니아어과),
김병호 기자(매일경제), 김은지 전문위원(KOTRA)
장소 : BRICs 화상강의실(대학원 226호)
명사강연

인문학 특강

주제: 인문학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
강사: 오형규(한국경제 논설위원)
장소: BRICs 화상강의실(대학원 226호)

18:00~20:00

15:00-16:30

주제: CORE 3개 모델별 우수 학생 성과발표
축사: 윤석만 교수(CORE사업 단장, 프랑스어학부)
발표(총 5인): 백지현(인도어과), 김시윤(독일어과), 김미진(디지털인문한
국학), 진서영(대학원 중국어과), 윤요성(대학원 철학과)
진행: FBS 외대교육방송국 정회인 아나운서(네덜란드어과)
장소: BRICs 문화관(대학원 105호)
성과발표회 해외한국학 콘텐츠 제작 발표회

주제: 예술 나라 코리아 (Art World Korea)
발표: 각 개인/팀별 전공언어
회화나 사진(설치예술 가능)전시, 영상(단편영화 등), 음악(전공언어
별 대중가요나 클래식 가곡, 악기연주 포함),댄스, 퍼포먼스, 시 또는
문학작품 낭송, 단막극 공연, 그 밖에 예술을 주제로 한 ppt 발표(렉
처 퍼포먼스)
장소: BRICs 문화관(대학원 105호)

개막식

성과발표회 CORE사업 성과발표회

11.2 (금)

15:00-18:00

주제: 해외한국학 콘텐츠 제작 발표회(디지털인문한국학 융합전공)
진행: 이영학 교수(사학과, 디지털인문한국학 융합전공 주임교수)
발표: 디지털인문한국학 융합전공 해외현장학습 프로그램 참여 학생 구성 3개 팀
1. 솔롱고스: 한국-몽골의 인종-문화-언어적 공통성
2. route with root: 하와이 이민의 뱃길을 따라서
3. 탈속: 동아시아 가면극 문화 비교 분석
장소: 사회과학관 205호
토크콘서트 CORE ‘비정상회담’

15:00-16:30

주제: 화자 인식의 최신 기술 동향
패널: 유하진 교수(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장소: 교수회관 2층 강연장
특강

언어와공학 특강(II)

16:30-18:00

주제: 세상을 깨우는 AI, NUGU 소개
패널: 정규준 박사(SK텔레콤)
장소: 교수회관 2층 강연장

10.29(월)-11.2(금)
전시

CORE 해외 학생활동 사진전시회

주제: CORE 해외 학생활동 공모전 사진 전시
대상: 글로벌지역할 모델 해외프로그램 참여학생
장소: 오바마홀 ‘인문주간’ 사진전시장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10.30 (화)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15:00-15:20

주제: 제13회 인문주간 개막식
축사: 조기성 교수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장소: 백년관 국제회의실
성과발표회 CORE사업 ‘전’과 ‘후’

15:30-17:00

주제: “내가 체험한 코어사업”
진행: 권영우 교수(CORE사업 부단장, 철학과)

11.1 (목)
언어와공학 간담회

언어와공학 특강(I)

17:30-18:30

주제: 한국문화와 한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패널(총 8인): Karl Schoch(미국: 일본언어문화학부), 이추현(베트남: 미디
어커뮤니케이션), 제렌(터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아나스
타시아(러시아: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김루슬란(우
즈베키스탄: 중국외교통상학과), 이경원(중국: 영미문학문화
학과), 히우라 마린(일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김예울(한국
: 스칸디나비어과 & FBS 외대교육방송국 실무국장)
진행: FBS 윤세라 아나운서(프랑스어교육과) & 이경희 아나운서(이란어과)
공동 진행
장소: BRICs 문화관(대학원 105호)

간담회

특강

12:00-14:00

주제: CORE사업 <언어와 공학> 프로그램 소개 및 한국외대의 교육적 역할
패널: 박정식 교수(언어와공학 주임교수), 장태엽 교수(언어공학연구소장),
김지은 교수(ELLT학과)
장소: 인문관 503호

발표:
- 글로벌지역학모델: 김현우(헝가리어과), 성지승(스페인어통번역학과),
신동휘(루마니어어과), 신지해(체코·슬로바키아어과), 홍민주(그
리스·불가리아학과), 홍유진/이상지(폴란드어과)
- 인문기반융합전공모델: 우지선(철학과/디지털인문한국학)
- 기초학문심화모델: 오희철(철학과), 우소연(사학과)
장소: 백년관 국제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