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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漢字와 漢字教育 국제학술대회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n Characters Education 
and Research

대회개요

· 일시 : 2022년 5월 6(금) - 7일(토)

· 장소 : 한국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학술대회 발표영역

1) 한자교육：한자교육 이론, 교재, 방법,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

2) 한자연구：한자사(漢字史), 한자학사(漢字學史), 한자기초이론(漢字基礎理論), 

한자고석(漢字考釋)과 정리(整理) 등.

3) 한문교육 : 한문교육 이론, 교재, 방법, 교수 학습방법, 평가 등

4) 기    타 : 자유 주제

학술대회 일정(초안)

* 5월 8일 (일) 문화답사를 희망하실 경우, 2022년 1월 31일 이후 온라인 등록 시 별도로 

신청해 주십시오. 인원 제한은 주최 측에서 최종 결정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요 일정 및 신청 방법

· 2021년 12월 31일 : 초록접수 마감일. 

   초록(제목 및 키워드 포함)은 한국어와 영어 600~800자 내외.

      연구목적, 방법, 결과, 논거와 사례 등을 요약하여 서술해야 함. 

온라인 초록 접수 http://www.han-character.education/IHER/index.php/submission/

· 2022년 1월 31일 : 초록접수 결과 발표 (접수 당시 이메일로 개인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2022년 1월 31일 ~ 2월 20일 : 온라인 참가 등록

5月5日

(목)

5月6日

(금)

5月7日

(토）

5月8日

(일)

오전 학술대회 등록

등록

개막식

주제발표1

분과발표 2
문화답사

(선택,자비)

점심 중식 중식

오후 
청년 논단

(대학원생 포럼)
분과발표 1

주제발표2

폐막식

저녁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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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31일 온라인 학술대회 전환 개최 여부를 최종 통보합니다.

* 최종 초록 및 논문 제출은 반드시 본 학술대회에서 최초로 발표하는 논문이어야 합니다. 

* 제출 초록은 中國知網(CNKI)에 게재됩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않는 발표자는 온라인 등록 

시 신청해 주십시오.

* 제출 논문은 본 학회에서 출판하는 “한자와 한자교육(IHER, pISSN 2672-1902, eISSN 

2672-1341). http://iher.nayana.kr/index.php/IHER)” 학술지에 자동 투고되며, 편집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재 여부 확정 후 투고 논문의 1차 중국어 번역을 

지원합니다. 투고를 원하시지 않는 발표자는 온라인 등록 시 신청해 주십시오.

발표 형식

구두 발표 (발표당 40분 내외)
포스터 발표(발표당 10분 내외) 
청년논단(대학원생, 발표당 40분 내외)

*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 청년논단으로 배정될 수 있습

니다.

발표 언어

본 학술대회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입니다. 

한국어로 발표하실 경우, 당일 발표 PPT는 영어 혹은 중국어로 제작해 주십시오.

학술대회 2일간 본 사무국에서 한-중 전문 통역을 지원합니다.

학술대회 참가비

1인 USD 150달러 (학술대회 자료집, 2일간의 식사 및 간식 비용 포함) 

학생과 일반 청중 참가자의 참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 USD 100달러

· 일반 청중 : USD 100달러

* 학생 참가자는 온라인 참가 접수 후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아래 메일 주소로 보

내주십시오. iher_dku@outlook.com

* 교통비와 숙박비는 모두 참가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숙박 안내

학술 대회 기간 동안의 숙소 예약은 참가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최 측은 학술대회 장소 인근의 호텔 명단을 온라인 등록 이전에 제공합니다. 

· 2022년 2월 25일 : 초청장 발송

· 2022년 4월 20일 : 초록 및 발표 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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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및 연락처

주관기관 단국대학교 부설 한문교육연구소 (iher_dku@outlook.com)

학회 사무국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허철, 이해윤 （iher_dku@outlook.com）

홍콩대학 중문교육연구센터 Vivian (cacler@hku.hk)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www.han-character.education/IHER

한국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檀國大學 漢文教育研究所

대만 가오슝사범대학 화어문교학연구소 高雄師範大學　華語文教學研究所 

대만 문조외국어대학 文藻外語大學 應用華語文系暨華語文教學研究所

미국 하와이대학 중국연구센터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베트남 호치민사범대학 　胡志明市師範大學

중국 북경사범대학 민속전적문자연구센터 　北京師範大學　民俗典籍文字研究中心

중국 섬서사범대학 인문사회과학고등연구원 陝西師範大學 人文社會科學髙等研究院

한국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高麗大學 漢字漢文研究所

홍콩 홍콩대학 중문교육연구센터 　香港大學 中文教育研究中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