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고대학회 봄 학술대회
(제69회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고대학회>의 제69회 국제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8년 4월 21일(토) 13:00~18:30

○ 장소:

경희대학교(서울) 국제교육원 210호 외(201, 202호)

○ 주최:

동아시아고대학회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후원:

경희대학교

○ 주제:

평화와 창조를 위한 동아시아학의 제 양상

○ 학술대회 일정
12:30-13:00

등록
개회식

13:00-13:20

사회: 고남식(대진대)

축사

조인원(경희대학교 총장)

학회장 인사말
1부

13:20-13:40

안영훈(회장, 경희대)

기획주제 발표 (국제교육원 210호)

사회: 김인희(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문명권 설정의 제안
발표: 윤명철(동국대)

토론: 권인호(대진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天人合一說과 儒家의 中和主義에 관한 논단

13:40-14:00

- 창조성의 질서의식을 중심으로
발표: 김연재(공주대)

토론: 이상임(경희대)

The Transculturation of Pearl S. Buck’s The Good Earth in the 1930’s East

14:00-14:20

Asia
발표: 와타나베 나오키(일본 무사시대)

토론: 김선자(연세대)

14:20-15:00

종합 토론

좌장: 윤영수(경기대)

2부 1분과

자유주제 발표 (국제교육원 210호)

사회: 이병찬(대진대)

15:10-15:50

15:50-16:30

최치원 시에 나타난 강남 이미지
발표: 진영(중국 양주대)

토론: 권혁래(용인대)

최치원 한시에 나타난 지명시어 연구
발표: 장준람(경희대)

토론: 이기대(고려대)

한·중 이야기의 서사적 발전 비교

16:30-17:10

- <쌀바위> 전설과 <우렁각시> 설화를 중심으로
발표: 장영창(나사렛대)

토론: 이명현(중앙대)

이효석 작 ｢메밀꽃 필 무렵｣의 일본어 번역 비교연구

17:10-17:50

- 지역원형의 문화번역을 중심으로
발표: 이부용(강원대)

2부 2분과

15:10-15:50

토론: 김선영(청주대)

자유주제 발표 (국제교육원 201호)

사회: 김의정(성결대)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신관 고찰 - ｢고사기전 제3권｣을 중심으로
발표: 야마구치 가즈오(부천대)

토론: 김영(대구한의대)

고구려와 중국 고대 鼎에 대한 신화적 인식 비교

15:50-16:30

- ｢대무신왕본기｣ 沸流源大鼎을 중심으로
발표: 이성재(인하대)

16:30-17:10

17:10-17:50

2부 3분과

15:10-15:50

15:50-16:30

토론: 이지영(상명대)

심우도를 통해 본 선 수행의 발전 양상과 비전
발표: 주소연(대진대)

토론: 이병욱(고려대)

姜甑山사상의 實學사상 수용과 전개
발표: 고남식(대진대)

토론: 세키네 히데유키(가천대)

자유주제 발표 (국제교육원 202호)

사회: 이하나(고려대)

十六國時代 僑州郡縣 출현과 변화
발표: 최진열(한국전통문화대)

토론: 정원주(한림대)

요수의 위치 연구
발표: 장우순(홍익인간재단)

토론: 전홍석(원광대)

｢씨족원류｣와 족보를 활용한 과거 급제기록 복원 방안

16:30-17:10

- 사마시‧무과 급제자 복원을 중심으로
발표: 양창진(한국학중앙연구원)

17:10-17:50

토론: 홍성화(건국대)

일제강점기 지역축제로서의 단오(端午)의 지속과 변화 - 서울[京城]을 중심으로
발표: 안주영(서울대)

토론: 심호남(중앙대)

18:00-18:30

연구윤리교육, 총회 (국제교육원 210호)

18:30

폐회식

사회: 고남식(대진대)

○ 오시는 길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약도

1: 정문

22 : 국제교육원 210호 (학술대회 장소)

41: 후문

지하철로 오실 경우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이용
중앙선 회기역 1번 출구 이용
버스로 오실 경우
경희의료원 하차 - 마을버스 01 (회기역 1번 출구 앞 탑승)
경희대 입구 하차 - 273, 201
경희중고 하차 - 120, 147, 261, 273, 1222

※ 승용차로 오실 경우 주차할인권을 마련하였으니 등록 시 말씀해 주십시오.
※ 이번 학술대회 참가비는 없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공지사항

ü 2018년도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납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882601-04-091368
예금주 : 고남식(총무이사)
회비 : 연회비 3만 원, 평생회비 50만 원(만 50세 미만은 30만 원)

ü 한국 연구재단 등재지 ≪동아시아고대학≫ 제50집(2018년 6월 30일 발간)의 논문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신
논문은 꼭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 마감 : 2018년 5월 10일 24시
투고 방법 : 학회 홈페이지(http://www.dongasia.co.kr)를 통한 온라인 투고 (홈페이지 상단 ‘학
술지-온라인논문투고’에 따로 회원 가입해야 함)

2018년 4월

일

동아시아고대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