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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고대학회의 제62회 정기학술대회(2016년도 여름)와 학술답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8월 27일(토) 13:00~18:00
○ 장소: 전북 전주시 중부비전센터 회의실
○ 주최: 동아시아고대학회,

○ 후원: 전주전통술박물관

○ 기획 주제: 동아시아의 술과 문화
○ 학술대회 일정
12:30~13:00

등록
개회식

13:00~13:15

축사

사회: 김경숙(한성백제박물관)
박시도(전주전통술박물관 대표)

학회장 인사말 이도학(회장, 한국전통문화대)
기획 1분과 <술과 동아시아 문학>
사회: 윤승준(단국대)
13:20-13:40
13:40-14:00
14:00-14:20
14:20-14:40

한국고전작가와 술 – 이규보와 정철을 중심으로
발표: 안영훈(경희대)
술 의인 서사문학의 전통과 의미
발표: 허원기(건국대)
杜甫 飮酒詩의 정서표현
발표: 김의정(성결대)
히토마로의 「우마사께」와 술 관련 문화사의 고찰
발표: 고용환(경남정보대)

기획 2분과 <술과 동아시아의 생활 문화>
14:50-15:10
15:10-15:30
15:30-15:50
15:50-16:10
16:10-16:30
16:30-16:50

한국 고대사에서의 왕권 행사와 술
발표: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
여러 나라의 家釀酒
발표: 신종원(한중연)
동아시아 종교문화에 나타난 술의 역할과 의미
발표: 고남식(대진대)
해장국론-전주사례를 중심으로발표: 송화섭(전주대)
주막의 문화사적 고찰-장수군 번암면 주막거리를 중심으로발표: 구본술(전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 술의 전승 현황과 보전ㆍ활용 방향
발표: 류호철(안양대)

기획주제 자유종합 토론
17:00-18:00

13:40-14:00
14:00-14:20
14:40-15:00

사회: 김창화(상명대)

모든 참석자

3분과 일반주제
13:20-13:40

사회: 김창현(공주대)

사회: 이명현(중앙대)
<고려 世系>의 서사화 전략과 그 의미
발표: 이지영(외대)
한반도 도래인을 부정한 일본인의 기원론 –우생학과 인종주의발표: 세키네 히데유키(가천대)
삼국유사 고조선 기록에 나타나는 고대의 제례문화
발표: 문치웅(홍익인간재단)
참위의 내학과 음양오행의 세계 –문화의 원형과 정신적 기질을 중심으로발표: 김연재(공주대)

일반주제 종합토론

사회: 남이숙(군산대)

15:10-16:00

최원오(광주교대), 곽장근(군산대), 정원주(한중연), 이현중(충남대)

18:00-18:10

회원공지 및 폐회

○ 8월 28일(일) 학술답사 일정
08:00~

아침 식사 후 09시 숙소 출발

09:10~

전동성당

09:30~

경기전(어진박물관)

10:20~

최명희문학관

10:50~

전주전통술박물관

11:20~

오목대

11:50~

동고산성

13:00~

점심식사

14:00~

남고산성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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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한성관광호텔(063-288-0014)입니다.
○ 공지사항
✐ 2016년도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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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