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6회 한중(중한)의학사대회
第6届 韩中(中韩)医学史大会
6

th

The Korea-China(China-Korea) Joint Conference on Medical History

1. 개최일자
2018년 8월 7일(화)~9일(목)
2. 장소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인당관 2층 대강당 (경남 김해시 어방동 소재)
3. 공동주최
대한의사학회(大韩医史学会), 중국과학기술사학회 의학사전업위원회(中国科学技术史学会 医
学史专业委员会)
4. 공동주관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북경대학 의학인문연구원(北京大学 医学人文研究院)
5. 등록비
1) 대회 등록비(8/7-8/8): 10만원(기숙사비 및 식사비 포함)
※ 대학원생: 6만원(신분증 제시 필수)
2) 관광비(8/9): 5만원
6. 프로그램
2018년 8월 7일(화)
13:00-14:00

등록, 숙소배정

14:00-14:05

개회사 (대한의사학회 회장)

14:05-14:10

환영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14:10-14:30

한1

기조발표 1. 신동원 (대한의사학회 회장, 전북대)

14:30-14:50

중1

기조발표 2. 张大庆 (北京大学)

14:50-15:00

휴식

15:00-15:20

한2

주제발표 1-1. 선각자와 백인제와 백병원 (先觉者白麟济及白医院) /
김택중 (인제대)
주제발표 1-2. 풍류에서 불결로, 유곽 문화의 변화 과정을 통해 찾

15:20-15:40

중2

아본 의학적 요소 (从风流到肮脏—青楼文化变化的医学因素) / 于赓
哲 (陕西师范大学)

15:40-16:00

토론

16:00-16:10

휴식

16:10-16:30

중3

주제발표 2-1. Bring back to life: Liu's Day-to-Day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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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edical Recipes and the Everyday Healing Practice in
Late Qing Shanxi (流水账中的日常医疗世界—以清末山西广灵刘氏
处方《手到生春》为中心) / 余新忠 (南开大学)
16:30-16:50

한3

16:50-17:10

토론

17:10-17:20

휴식

주제발표 2-2. 한국 근대병원의 발전과 과학기술(韩国近代病院的发
展与科学技术) / 신규환 (연세대)

자유발표 1. 중국 및 서양 과학 방법론 전통에서 살펴본 조셉 니담
17:20-17:35

중4

의 난제 (从中西科学方法论传统看“李约瑟难题”) / 张洪雷 (南京中
医药大学)

17:35-17:50

한4

자유발표 2. 동의보감과 어류 지식 (《东医宝鉴》与鱼类知识) / 김문
기 (부경대)
자유발표

17:50-18:05

중5

3.

Interweaving

and

Hovering:

The

Discipline

Establishment of Neurology and Psychiatry in China (交织与
徘徊—中国神经精神科的创建) / 王茜雅，甄橙 (北京大学)

18:05-18:25

토론

18:25-20:00

환영만찬
2018년 8월 8일(수)

08:00-09:10

아침식사 (교직원식당)

09:10-09:25

중6

09:25-09:40

한5

자유발표 4. 만청시대 북양의관 屈永秋 연구 (晚清北洋医官屈永秋
考略)” / 郑洪 (浙江中医药大学)
자유발표 5. 원대 의료관원의 선발과 관리 (元朝医官的选拔与管理)
/ 김대기 (강원대)
자유발표 6. 격물치지 사상이 중의학 발전사에 미친 영향 (格物致知

09:40-09:55

중7

思想对中医发展史的影响—纪念李时珍诞辰500周年) / 王小丁 (南京
中医药大学)
자유발표 7. 송대 사대부의 의학문화: 의방서(醫方書) 편찬 활동을

09:55-10:10

한6

중심으로 (Gentry and Medicine Culture in the Song Period:
Focused on Publishing Formularies) / 최해별 (이화여대)

10:10-10:25

중8

10:25-10:45

토론

10:45-10:55

휴식

자유발표 8. 강소지역 의약문물 분포정황 탐색 (江苏医药文物分布情
况初探) / 夏媛媛 (南京医科大学)

자유발표 9. 중풍병에 대한 고대 고마방(膏摩方) 치료법에 대한 역
10:55-11:10

중9

사적 연구 및 응용 (中风病古代膏摩方的历史研究与应用) / 梁润英
(河南中医药大学)

11:10-11:25

한7

자유발표 10. 부양론 vs. 상화론: 조선 말기 의가 李圭晙의 의학 이
론 검토 (扶阳论对相火论 - 朝鲜末期医家李圭晙之医学思想) / 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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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대전대)
자유발표 11. 중국의 의료사회문화사 연구 경향 (医疗社会文化史研

11:25-11:40

중10

11:40-11:55

중11

11:55-12:20

토론

12:20-12:30

합동기념촬영

12:30-14:00

점심식사 (교직원식당)

究的中国回响) / 闵凡祥 (南京大学)
자유발표 12. The transitory phenomenon of polyclinics in
1950s China / 苏静静 (北京大学)

자유발표 13. “干针”의 “入侵”과 “独立”을 통해 살펴본 침구 개념
14:00-14:15

중12

및 이론의 변화 (由“干针”的“入侵”与“独立”谈针灸概念、理论内涵之
变革) / 张树剑 (南京中医药大学)
자유발표 14. 건뇌환, 뇌병 치료 약물에서 변비 치료 약물로: 일본

14:15-14:30

한8

근대 의약의 변용 (健脑丸: 脑病药变到便秘药-日本近代医药的变用)
/ 김영수 (연세대)

14:30-14:45

중13

14:45-15:00

한9

15:00-15:15

중14

15:15-15:35

토론

15:35-15:45

휴식

자유발표 15. “경쟁과 합작, 침구 연구에 있어서의 중한 관계 (竞争
与合作—针灸研究中的中韩关系)” / 陈琦 (北京大学)
자유발표 16. 일제 시기 조선의 한약 소비: 보약을 중심으로 (日据
时期朝鲜的汉药消费：以补药为中心的考察) / 황영원 (고려대)
자유발표 17. Interfaced Canals: Behind Meridians of a Bronze
Figure in Edo Period / 姜姗 (北京大学)

자유발표 19. 저명한 소아과 의가, 의학 교육가 钟世藩와 광동성의
15:45-16:00

중15

소아과 발전 (著名儿科医学家、医学教育家钟世藩和广东省儿科的发
展) / 朱素颖 (中山大学)
자유발표 18. Urban Sanitation and Plague Prevention in

16:00-16:15

한10

Modern

Shanghai

International

Settlement:

Focusing

on

Smallpox Vaccine / 조정은 (인제대)
16:15-16:30

중16

자유발표 21. 민국 시기 산과 마취술 소개 (民国时期产科麻醉术的
引介)/ 唐文佩 (北京大学)
자유발표 20. 1950년대 중국의 모자보건위생의 이상과 현실: 무통분
만법의 보급을 중심으로 (1950年代中国妇婴卫生事业的理想与现实:

16:30-16:45

한11

以推广无痛分娩法为中心; The ideal and the reality of china
mother and child health service in the 1950s: Focus / 유연
실 (전남대)
자유발표 22. 马士敦과 근대 중국의 부인과학(1899-1937) 또는 근

16:45-17:00

중17

대 직업여성의 배출–광저우 夏葛여자의학원의 여자의과대학생 및
간호학과 학생 사례 (马士敦与近代中国的妇产科学(1899-1937)或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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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职业女性的炼成——以广州夏葛女子医学院的女医学生, 女护生为
例) / 崔军锋 (河北大学)
자유발표 23. 伍连德과 근대 시기 北海지역 의학사 간략 고찰 (伍连
16:00-17:15

중18

德与近代北海医史略考) / 刘喜松 (广西北海市人民医院、广西医科大
学第九临床医学院)

17:15-17:35

토론

17:35-17:45

폐회 및 정리

17:45

송별만찬

6. 8월 7일(화) 순환 버스 안내
2018년 8월 7일(화)
11:30

KTX부산역 대여버스 출발

12:30

김해공항 대여버스 출발

13:00

인제대 김해캠퍼스 도착 (점심 제공 없음)

7. 8월 9일(목) 현지 답사 안내
2018년 8월 9일(목)
08:00-09:00
09:30-13:00

아침식사 (교직원식당)
김해 금관가야 유적지 관광 (김수로왕릉, 봉황동유적지, 대성동고분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구지봉, 김수로왕비릉)

13:00-14:30

점심식사 (김해한옥체험관 정림: 약선음식전문점)

15:30-16:00

김해공항 하차

17:00

KTX부산역 하차

8. 대회장(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안내
1) 찾아오시는 길
- 국문 : http://www.inje.ac.kr/kor/about-inje/gimhae-campus.asp
- 중문 : http://www.inje.ac.kr/chiness/contents/contents.asp?m=1&m2=8&m3=2
- 영문 : http://www.inje.ac.kr/english/contents/contents.asp?m=1&m2=8&m3=2
2) 캠퍼스 지도
- 국문 : http://www.inje.ac.kr/kor/about-inje/campus-map.asp
- 중문 : http://www.inje.ac.kr/chiness/contents/contents.asp?m=1&m2=8&m3=1
- 영문 : http://www.inje.ac.kr/english/contents/contents.asp?m=1&m2=8&m3=1
3) 캠퍼스 내 대회장, 숙소, 식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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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장: 01 인당관 (仁堂馆/本馆)
- 숙소

: 16 인정관 (仁正馆/生物技术村)

- 식당

: 17 교직원식당 (教职工食堂)

9. 김해 시내 호텔 안내
1) 아이스퀘어호텔 (특1급)
-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60 (부원동, 아이스퀘어호텔)
- 전화: 055-344-5000
- 팩스: 055-344-5050
- 이메일: rsvn@isquare-hotel.com
- 홈페이지:
국문 http://www.isquare-hotel.com/isquare/home/isquare/
중문 http://www.isquare-hotel.com/isquare/home/isquare_cn/
영문 http://www.isquare-hotel.com/isquare/home/isquare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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