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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東아시아古代學會 학술대회 안내
───────────────────────────────────────────

────

동아시아고대학회의 제61회 정기학술대회(2016년도 봄)와 학술답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5월 7일(토) 13:00~17:30
○ 장소: 충남 홍주성역사관 회의실
○ 주최: 동아시아고대학회
○ 기획 주제: 재조명! 충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
○ 학술대회 일정
12:30~13:00

등록

13:00~13:10

개회 / 학회장 인사말

이도학(회장, 한국전통문화대)

제1분과 기획주제 <재조명! 충남지역의 역사와 문화> 발표

좌장: 안영훈(경희대)

13:10~13:35

백제 스토리텔링을 통한 충남의 정치ㆍ문화적 지평 확대 방안
발표: 김창현(공주교대)

13:35~14:00

지역 문화자원 간 연계 활용과 문화유산의 가치 증진
- 충남 서산․태안 문화유산 활용을 중심으로
발표: 류호철(안양대)

14:00~14:10

중간 휴식

14:10~14:35

이류중행 사상과 만해의 문학
발표: 허원기(건국대)

14:35~15:00

유리건판으로 본 공주 송산리와 부여 능산리 고분벽화
발표: 정상기(국립전주박물관)

15:00~15:25

한국 미륵사상의 전개에서 미륵 관련 전승의 양상과 의미
발표: 고남식(대진대)

제1분과 기획주제 종합토론
15:40~17:30

좌장: 안영훈(경희대)

토론: 장노현(한남대), 양창진(한중연), 김천학(동국대),
김규운(부여문화재연구소), 조경철(연세대)

제2분과 일반주제 발표

좌장: 이복규(서경대)

13:10~13:35

일본 고고학자의 한반도 도래인 인식 -일본 인류학자와의 대조를 통해서발표: 세키네 히데유키(가천대)

13:35~14:00

환향녀 서사의 변주와 시대적 의미
발표: 이명현(중앙대)

14:00~14:10

중간 휴식

14:10~14:35

한시의 공간이미지 연구
발표: 주지영(경희대)

14:35~15:00

홍범의 주요 항목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발표: 문치웅(홍익인간재단) ․ 권행완(홍익인간재단)

15:00~15:25

신라 상고의 동남해안 진출
발표: 박경택(한국전통문화대)

제2분과 일반주제 종합토론
15:40~17:30
17:30

좌장: 이복규(서경대)

이동희(인제대), 유형동(강원대), 맹영일(단국대),
김연재(공주대), 홍성화(건국대)
회원공지 및 폐회

○ 5월 8일(일) 학술답사 일정
09:00

아침 식사 후 숙소출발

09:10~09:30

오관리 당간지주 - 보물 538호

09:40~10:20

홍주성

10:55~11:25

만해 한용운선생 생가

11:40~12:20

백야 김좌진장군 생가

12:50~13:30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용봉사) - 보물 355호

13:30

점심식사 후 해산

※ 학술대회와 학술답사 세부일정은 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각기 1만원(학술대회만 참가, 자료집 비용), 2만원(자료집 비용+저녁식사), 5만원(자료집
비용+3끼식사+학술답사)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 숙소는 홍성산호파크(041-631-6511)입니다.

○ 공지사항
✐ 2016년도 연회비를 아래의 계좌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188-539248
예금주: 허원기(총무이사)
회비: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50만원 (만 50세 이상은 30만원)

東아시아古代學會 회장 이 도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