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 아 시 아 古 代 學 會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합정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의동 G동 313호 이도학 교수연구실
TEL: 041) 830-7353 E-mail: (學會公用) aneastasia@hanmail.net / (會長) dhhw1984@hanmail.net / (總務) weo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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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東아시아古代學會 봄 학술대회 및 학술답사 안내
───────────────────────────────────────────────

동아시아고대학회의 제65회 정기학술대회(2017년도 봄)와 학술답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7년 04월 21일(금) 10:00~18:00
○ 장소: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주최: 동아시아고대학회, 경희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후원: 경희대학교
○ 기획 주제: 古都와 江, 그 神話와 文化
○ 학술대회 일정
09:30~10:00

등록
개회식

10:00~10:20

축사

사회: 허원기(건국대)
조인원(경희대학교 총장)

학회장 인사말
1부
10:20-10:40

10:40-11:00

이도학(회장, 한국전통문화대)
사회: 류호철(안양대)

근대기의 고마신사[高麗神社]
발표: 사토 아스시 (佐藤厚, 일본 션주대)
히토마로 「아스카강(明日香河)」노래와 古都奈良의 문화사적 의미 고찰
발표: 고용환(경남정보대)

11:00-11:20
1부 종합토론

공감과 공유로서의 도시 서울
발표: 김덕삼(대진대)
사회: 송완범(고려대)

11:30-12:00

토론: 신종원(한중연), 사이토(명지대), 김창화(상명대)

2부 발표

사회: 안영훈(경희대)
임춘 한시에 나타난 서울 이미지 일고찰

13:00-13:20
13:20-13:40

발표: 리우지펑(劉志峰, 중국 시안외국어대)
신라 견당 유학생 성명 고
발표: 친잉(秦瑩, 중국 양저우대)
과거제도와 시학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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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주지영(경희대)
서울 한강변 마을신앙의 전승양상과 전개
발표: 홍태한(전북대)

3부 발표
14:30-14:50

사회: 홍성화(건국대)
漢水와 漢城, 그리고 漢陽
발표: 이도학(전통문화대)
봉황의 도상학적 문화와 그 심미의식의 세계 –신화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14:50-15:10
발표: 김연재(공주대)
15:10-15:30

15:30-15:50

15:50-16:10

천신강림신화 비교 연구 –문헌전승과 강증산 전승을 중심으로발표: 고남식(대진대)
고대국가 건국과정에 나타나는 天降의 의미 분석과 구분 정리
발표: 문치웅(홍익인간재단), 김은진(홍익인간재단)
고구려 국도의 이칭 검토 –국내성, 환도성, 불내성발표: 이정빈(동북아역사재단)

2-3부 종합토론

16:20-18:00
18:00-

사회: 김선자(연세대)

임보연(삼육대), 채미하(고려대), 김세호(성균관대), 권혁희(서울시립대), 이동희(인제
대), 이유진(연세대), 허원기(건국대), 이강식(경주대), 문은순(서울시청)
폐회식

○ 4월22일(토) 학술답사 일정
09:00

아침 식사 후 숙소 출발

09:20

창덕궁 답사

10:30

창경궁 답사

11:40

북촌 한옥마을 답사

13:00

점심식사 후 해산

※ 학술대회와 학술답사의 세부일정은 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지사항
✐ 2017년도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들은 아래의 계좌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188-539248
예금주: 허원기(총무이사)
회비: 연회비 3만원, 10년 회비 20만원, 평생회비 50만원 (만 50세 이상은 30만원)
✐ 오는 4월 30일(일)까지 동아시아고대학 제46집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신 논문은 꼭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東아시아古代學會 회장 이 도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