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아시아古代學會 第76回 國際學術大會
■
■
■
■
■

日時 : 2019年 12月 14(土) 10:00~18:00
場所 : 高麗大學校 文科大學(西館) 215號 外
企劃主題 : 平和와 創造를 위한 世界學·現代學으로서의 東아시아學
主催 : 東아시아古代學會
後援 : 高麗大學校

時 間

內

容

開會式 215號
10:00 – 10:30

司會 : 柳昊澈(安養大)

開 會 辭 : 安永勳(慶熙大, 東아시아古代學會 會長)
祝
辭 : 李亨大(高麗大 文科大學長)
主題 : 東아시아學의 現在와 未來

司會 : 柳昊澈(安養大)

企劃發表1: 劉志峰(西安外大) - 中國內 韓中 比較文學 硏究 現況(2009~2019)

1部 企劃發表
企劃發表2: 李曉源(東京大) - 日本의 東아시아 硏究의 現況과 課題-通信使 硏究를 中心으로

10:30 - 12:10

企劃發表3: 李하나(臺灣國立政治大) - 2010年 以後 臺灣에서의 韓國學 硏究 傾向과 方向-<韓國學報>
를 中心으로企劃發表4: 金 俊(浙江工商大) - “大一統” 觀念과 中國 近代 “平和” 思想의 展開

12:10 - 12:50

綜合討論

12:50 - 14:00

紀念撮影, 中食
1分科 : 歷史

2分科 : 思想

場所: 215號
司會: 金慶淑(漢城百濟)

場所: 223號
司會: 關根英行(嘉泉大)
發表1 : 金演宰(公州大)
동아시아의 天人學과 大
一統의 中和主義-經達權
變의 지속가능한 경계
討論: 沈昊男(中央大)

發表1: 鄭孝雲(東義大)
加耶史와 任那史
討論:金靜希(誠信女大)

2部 自由發表
14:20-16:20

16:20 - 16:30
16:30 - 18:00
18:00

座長 : 岡山善一郞(天理大)

3分科 : 文學
場所: 224A號
司會: 李秉贊(大眞大)
發表1: 權赫來(龍仁大)
동아시아 옛이야기 연구방
법론으로서의 환경·생태문
학론에 대한 검토
討論: 李明賢(中央大)
發表2: 李志英(韓國外大)
許筠의 <遺才論> 再檢討
-<洪吉童傳>과의 聯關性
問題를 겸하여
討論: 權純肯(世明大)

發表2: 徐榮敎(中原大)
羅唐戰爭과 壬申亂
討論: 洪性和(建國大)

發表2 : 安外順(韓瑞大)
和解와平和의 儒敎政治
思想
討論: 林憲圭(江南大)

發表3: 金贊坤(光州大)
國寶 제141호 多紐細文
鏡 무늬 해석
討論: 金炳模(東國大)

發表3 : 全洪奭(圓光大)
근현대 세계경제와 동아
시아 모델-캘리포니아학
파를 중심으로
討論:
李昰培(成均館
大)

發表3:金永會(鄕歌硏究所)
鄕歌 創作法과 萬葉集
討論: 呂基鉉(光云大)

發表4: 高南植(大眞大)
姜甑山 傳承에 나타난 東
西洋 認識
討論: 朴仁奎(서울大)

發表4 : 李丙旭(高麗大)
퇴옹성철의
보조지눌
사상 비판과 그 정당성
재검토
討論: 元惠英(東國大)

發表4:高龍煥(慶南情報
大)
히토마로 ‘옥 어깨띠
(玉だすき)’와 주술적
의미의 고찰
討論: 金種熙(東國大)

休息, 移動(場所: 215號)
自由發表 綜合報告 및 硏究倫理 敎育
學會 創立 20周年 紀念式, 定期總會
閉會式

4分科 : 學問後續世代
場所: 224B號
司會: 秦榮(揚州大)
發表1: 申贊景(高麗大)
<大觀齋記夢>에 구현된
경험적 현실의 가공 양
상과 그 의미
討論: 俞堯文(淸州大)
發表2: 李敏炯(慶熙大)
<限民名田議>텍스트분석
討論: 具奉坤(弘益大)
發表3: 姜志姸(忠北大)
제주도당신본풀이의 담
화기호학적 연구
討論: 李知煥(西江大)

發表4: 洪한얼(韓中硏)
“直”의 윤리적의미 고찰
討論: 陳輔成(放送通信
大)

■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인천공항에서 오는 법
지하철 : 인천국제공항(공항선) - 공덕역(6호선으로 환승) - 안암역
리무진 버스 : 6101번(김포공항 경유), 6102번 (고려대역, 숭례초교정류장)
김포공항에서 오는 법
지하철 : 김포공항역(공항선) - 공덕역(6호선으로 환승) - 고려대역 또는 안암역
리무진 버스 : 6101번(수락터미널방면) - 고려대역, 숭례초교정류장 하차
서울역에서 고려대 오는법
택시 : 20분 소요
지하철 : 25분 소요 서울역(1호선) - 동묘역(6호선으로 환승) - 고려대역 또는 안암역
용산역에서 오는 법
택시 : 30분 소요
지하철 : 30분 소요 용산역(1호선) -> 동묘역(6호선) - 고려대역 또는 안암역 (30분)
■ 참가비 안내
1만원(발표·토론·사회자는 무료)
■ 논문 투고 안내
≪동아시아고대학≫ 제57집의 논문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발간 예정일은 3월 31일이며, 투고 마감일은
2월 10일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신 논문은
꼭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총서 공모 안내
학회에서 기획으로 다루었던 두 가지 주제 관련 학술총서를 간행하고자 하오니 관련 원고가 있으신 회
원께서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 동아시아 風流와 文化
- 동아시아 古都와 文化
■ 학술대회 안내
2020년 춘계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역사 인물의 재조명’이라는 기획주제로 3월 28일(토) 개최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과 발표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회무 공지사항
2019년도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께서는 아래의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882601-04-091368
예금주 : 고남식(총무이사) 010-2323-3717
회비 : 연회비 4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 50세 이상 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