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과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 전체 일정 ◀ 

문과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 

   ○ 만나고 싶은 동문, ◇ 다시 듣고 싶은 강의 

일시 시간 장소 행사 

3월 

3.18(수) 17:00-18:30 외솔관 526 
창립 100주년 기념 인문학 강연 

김인회(전교육학과 교수), 김도형(사학과 교수): 연세 학풍과 인문학의 전통 

3.25(수) 18:00-20:00 외솔관 110 ○ 대중문화예술: 정바비(노문/국문 98, 송라이터/에세이스트), 이종범(심리 01, 만화가) 

4월 

4.01(수) 18:00-20:00 외솔관 110 ○ 법조행정: 강정규(영문/사학 01, EBS 변호사), 이진선(문정 0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행정공무원) 

4.03(금) 15:00-16:30 교육과학관 301 ◇ 김용섭(전 사학과 교수): 한민족의 문명전환의 역사 

4.08(수) 18:00-20:00 외솔관 110 ○ 사회봉사: 박래군(국문 81,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백경학(사학 83,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4.15(수) 17:00-18:30 외솔관 526 
창립 100주년 기념 인문학 강연 

유종호(전 연세대 석좌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문학, 역사, 그리고 상상력 

4.24(금) 
13:00-17:00 

외솔관 110 

외솔관 106 

제 1회 문과대학 대학원 공동학술대회 

김보영(국문), 이고은(국문), 안인(중문), 하병준(중문), 박상호(영문), 황순하(독문), 

이하늘(독문), 윤다연(불문), 오승일(불문), 노상균(사학), 배우현(철학), 

이다희(문정), 김민주(심리) 

18:00-19:30 교육과학관 301 ◇ 이정(불문과 명예교수): 인간과 언어 

4.27(월) 12:00-13:00 외솔관로비 

문과대학 100주년 기념 기획전시회 개막식: 백양 거리 흐르던 글벗의 기억- 연세 문우 100년의 

숨결 

전시기간: 4 월 27 일(월) - 5 월 22 일(금) 

4.29(수) 18:00-20:00 외솔관 110 ○ 방송언론: 권석(영문 87, MBC 예능 PD), 이준희(철학 80, 한국일보 사장) 

5월 

5.04(월) 18:00-19:30 외솔관 110 ◇ 전인초(중문과 명예교수): 역사문화적 시각에서 본 한중 관계 

5.06(수) 18:00-20:00 외솔관 110 ○ 방송공연기획: 박승우(중문 04, MBC 드라마국 PD), 송한샘(중문 93, 쇼노트 공연사업 총괄이사) 

5.12(화) 19:00-20:30 외솔관 526 ◇ 박순영(철학과 명예교수): 인식과 고백. 철학적 인식은 어떻게 완결되는가? 

5.13(수) 18:00-20:00 외솔관 110 
○ 금융경제경영: 

권선주(영문 74, 기업은행장), 박은관(독문 75, 시몬느 회장), 김한조(불문 75, 외환은행장) 

5.14(목) 
18:00-19:30 

외솔관 110 ◇ 이성일(영문과 명예교수): 영시와 우리시 운율의 상호 반향을 위한 모색 

외솔관 526 ◇ 문경환(영문과 명예교수): 언어의 비밀들 

18:00-19:30 위당관 205 ◇ 조주관(노문과 교수): 도스토예프스키와 뭉크의 대화 

5.15(금) 13:00-18:00 
장기원 

기념관 

문과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 번역 학술심포지움 

최종철(영문과명예교수), 정민(한양대), 조성은(한국외대), 

Hikaru Fujii(Doshisha University,일본), AnthonyPym(UniversitatRoviraiVirgili,스페인), 

Wang Ning(TsinghuaUniversity,중국), CongrongDai(FudanUniversity,중국) 



5.19(화) 

17:00-21:00 
국제캠퍼스 

자유관 B202 
문과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문우 한마당 2015 문과대학 학부 학술제 및 행사 

19:00-20:30 

외솔관 110 ◇ 임용기(전 국문과 교수): 왜 훈민정음인가? 

외솔관 526 ◇ 문성빈(문정과 교수): 적합성개념과 정보검색기법 

5.20(수) 18:00-20:00 외솔관 110 ○ 문학영상예술: 한강(국문 89, 소설가), 김광식(국문 91, 영화감독) 

5.21(목) 19:00-20:30 외솔관 110 
◇ 고영석(독문과 명예교수): 노인의 추억, 노인의 회한, 슈토름의 “임멘제” 

◇ 김수용(독문과 명예교수): 미학 이야기—아름다움과 인간의 조건 

5.22(금) 

13:30-17:30 
장기원 

기념관 

문과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석학과 함께 인문 정신을 논하다 

신형기 (국문과교수), 노마히데키 [野間秀樹] (메이지가쿠인대학, 일본), 

Roger Chartier(Collège de France, 프랑스) 

18:30-21:00 

동문회관 

대회의실 

대연회장 

문과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