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회 숙박형한국형워크숍 스케쥴＞ 

・2015 년 8 월 24 일(월) 

9:55 도쿄역 나카마의 동상 앞에서 집합, 신칸선의 승차권배포 

10:00 동북신칸선 개찰구로 이동 

10:12 나스시오바라를 향해서 신칸선 출발 

11:45 나스시오바라역에서 송영버스로 숙박시설로 이동 

12:30～13:15 ＜중식간담회（숙박시설）＞ 

장소：round(나스시오바라) 

http://www.penta-ocean.co.jp/round/ 

 

13:15～14:00 【오리엔테이션】 

・한국학연구부문부문장의 메세지(기미야 타다시: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교수) 

・참가자 자기소개 

・본 워크샵의 개인목표 설정(비전을 그리다:개인워크) 

14:00～14:15  ＜휴식＞ 

14:15～15:00  【세션 1】 강의・질의응답・의견교환 

기미야 타다시(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교수, 한국학연구부문・부문장) 

15:00～15:15  ＜휴식＞ 



15:15～16:15 【세션 2】개인발표① 및 코멘트 토론 

사토 쇼타(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언어정보과학전공・석사과정) 

「한어문화권에서의 주변지역의 표음문자 사용언어의 한어유래어휘와 네이티브의 의식」 

16:15～17:15 【세션 3】개인발표② 및 코멘트 토론 

가노 아쓰코（쓰쿠바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과 국제공공정책전공 ・

박사후기과정） 

「중일전쟁기의 중국국민정부의 조선독립운동가에 대한 원조정책」 

17:15～17:30  ＜휴식＞ 

17:30～18:30 【세션 4】개인발표③ 및 코멘트 토론 

히로세 류（도쿄학예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한국에서의 외국인 이민의 증가와 다문화화」 

18:30～19:30  ＜석식간담회（숙박시설）＞ 

19:30～21:00  【세션 5】강의 및 DVD 감상・해설・의견교환 

도노무라 마사루（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교수, 한국학연구부문） 

（DVD 감상:조선의 아이『朝鮮の子』 1954 년／일본／다큐멘터리／30 분／ 

제작：조선의 아이 제작위원회） 

21:00～    자유시간（온천、간담、릴랙스타임등） 

＊욕실：24：00 까지 사용가능 



・2015 년 8 월 25 일（화） 

＊욕실：6：00～9：00 까지 사용가능 

7：00～8：30  ＜조식（숙박시설）＞ 각자의 기상시간에 자유롭게 식사 

9:00～10:00  【세션 6】개인발표④ 및 코멘트 토론  

마루야마 사토미（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한국조선문화연구전공 언어사회, 

석사과정） 

「한국의 지역 특산품의 상품화와 그 특질-전라북도 고창군 특산품「복분자」의 가공 

상품의 사례에서」 

10:00～10:15 ＜휴식＞ 

10:15～11:15  【세션 7】개인발표⑤ 및 코멘트 토론 

최인철（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국제사회과학부, 석사과정） 

「정부수립 후 이승만정권의 반공정책과 국민보도연맹」 

11:15～12:00 【마무리】 

・워크샵의 회고 및 평가 

・각자의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의 확인（개인워크） 

12:00～13:00 ＜중식간담회（숙박시설）＞ 

13:00～   나스시오바라역을 향해 송영버스로 출발 

14:00    ＜해산＞ 



14：02 나스시오바라역 출발 

주최：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글로벌지역연구기구 한국학연구부문 

후원：한국학중앙연구원 

문의：iagscks[]gmail.com （[]→＠） 

WS 강사・사무국：아래를 참조할 것 

기미야 타다시 
한국학연구부문,부문장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WS 강사 

도노무라 마사루 
한국학연구부문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WS 강사 

나가사와 유코 
한국학연구부문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특임강사     
WS 사무국 

  

・참가자 리스트 

1 사토 쇼타(佐藤章太)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언어정보학전공 석사 1 년       
발표 

2 마루야마 사토미(丸山聖美)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한국조선문화연구전공,언어사회코스 
발표 

3 히로세 류(廣瀬龍) 
도쿄학예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연구생 
발표 

4 가노 아쓰코(加納敦子) 
쓰쿠바대학대학원인문사회과학연구과 

국제공공정책전공박사후기과정 
발표 

5 최인철(崔仁鐵) 
요코하마국립대학 국제사회과학부   

석사과정 2 년  
발표 

6 김보람(金宝藍)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교육과학전공  

생애학습기반경영코소 박사과정 4 년 
청강참가 

7 권보미(権普美) 
국제기독교대학 교양학부       

아트・사이언스학과 2 년 
청강참가 



8 사노 유타(佐野裕太) 

공익재단법인 마쓰시타정경학원 

학원생,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석사과정수료 

청강참가 

9 윤재훈(尹在勲) 

도쿄대학 대학원 

신영역창성과학연구과 

사회문화환경학전공석사과정 1 년 

청강참가 

10 강정훈(姜晶薫)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지역문화연구전공석사과정 1 년 
청강참가 

11 오오이 히로키(大井裕貴)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국제사회과학전공  

국제관계론코스 석사과정 1 년 

청강참가 

12 아다치 마유미(安達真弓)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PD  

（지도교원：오고시 나오키 

(生越直樹）연구실） 

코멘트 참가 

13 기미야 타다시(木宮正史) 

한국학연구부문,부문장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WS 강사 

14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한국학연구부문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WS 강사 

15 나가사와 유코(長澤裕子) 

한국학연구부문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 

특임강사   

WS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