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고대학회(87회)ㆍ동국대HK+사업단ㆍ청운대ㆍ한서대 공동 하계 학술대회/답사

“ 동아시아 갈등과 화해, 문명의 교류와 교역 ”
■ 일시 : 7월 21(목)-22(금)
■ 장소 : 청운대학교 및 서산/홍성 일대
■ 주관 : 동아시아고대학회ㆍ동국대HK+사업단ㆍ청운대 사회서비스대학ㆍ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1일차: 7/21(목)
학술회의

<개회식>

Ⅰ
13:30 ∼ 13:40

제 1 부
13:40 ∼ 13:55
13:55 ∼ 14:10
14:10 ∼ 14:25
14:25 ∼ 14:40
14:40 ∼ 14:55

14:55 ∼ 15:15

사회: 이부용(강원대)

개회사

고남식 (동아시아고대학회장)

인사말

서인범 (동국대 HK+사업단장)

환영사

이우종 (청운대 총장)
<물품으로 읽는 동아시아 교류와 갈등, 화해>

기획발표 및 종합토론Ⅰ
발표 1> 일본

正倉院에

사회: 권기석(동국대)
수용된

物品에

대하여
발표: 송완범(고려대)

발표 2> 임진전쟁과 靑布・藍布 - 明軍이 조선에 가져온 군용 면포
발표: 임경준(동국대)
발표 3> 17세기 필리핀 화인 재판과 교역 : 금과 은을 둘러싸고
발표: 남민구(동국대)
발표 4> 서산 해미읍성의 문화재 가치에 관한 갈등과 화해
발표: 류호철(안양대)
발표

5>

서산의

종교/사상분야

인문자산으로

본

국내외

교류와

갈등,

화해

발표: 안외순(한서대)
<종합토론>
좌장: 서인범(동국대HK+사업단장)
토론: 이해진(동국대), 장혜진(가톨릭관동대), 김현선(동국대), 박현옥(청운대),
이미정(동국대)
<휴식> 10분

제 2 부
15:25∼15:40
15:40∼15:55
15:55∼16:10
16:10∼16:25
16:25∼16:45

기획발표 및 종합토론Ⅱ
<발표 6> 원효 화쟁사상의 3가지 유형
발표: 이병욱(고려대)
<발표 7> 동아시아 생태설화를 통해 생각하는 공생의 인문학
발표: 권혁래(용인대)
<발표 8> 中體西用의 문명적 차원에서 본 熊十力의 體用不二說과 圓融貫通의 易學的
경계

발표: 김연재(공주국립대)

<발표 9> 당진의 이용후생 해양문화 배경-백촌강전투 백제부흥군의 기억유산과
관련하여

발표: 최원혁(대진대)

<종합토론>
좌장: 송완범(고려대)
토론: 이동식(전KBS), 박혜영(경희대), 고남식(대진대), 송완범(고려대)

2일차: 7/22(금)
학술회의Ⅱ
제 3 부
09:30∼10:15
10:15∼10:30
10:30∼10:45
10:45∼11:00
11:00∼12:00

자유발표 및 토론

<발표1> 新羅王의 次妃 -骨品制와 一夫一妻制발표: 서영교(중원대)
<발표2> 東魏․北齊時代 太原 지방의 胡․漢文化와 그 성격
발표: 최진열(한국전통문화대)
<발표3> 고전 서사에 나타나는 여신에 대한 인식 유형 탐색: MBTI 성격 유형을 중심
으로 (가제)

발표: 강명주&이명현(중앙대)

<발표 4> 주쳰즈의 사회문화학과 반전反戰사상 –반군수자본주의문화론을 중심으로
발표: 전홍석(순천향대)
<종합토론>
좌장: 안영훈(경희대)
토론: 이부용(강원대), 김병모(동국대), 진수현(중앙대), 안외순(한서대)
사회: 임보연(대진대)

제 4 부 연구윤리교육
12:00∼12:20

<연구윤리교육>

권인호(연구윤리위원장)

<폐회사> 고남식(동아시아고대학회장)
12:20∼12:30

박현옥(청운대 사회서비스대학장)
안외순(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장)

○ 7월 21일(목) 학술답사 및 학술대회 일정
08:30

서울집결지 출발

08:30 – 10:00

서산 도착

10:00 – 12:00

서산 류방택기상과학관-간월도 간월암 [답사1]

12:00 – 13:30

오찬(간월도 전망좋은집)

13:30 – 18:00

(학술회의Ⅰ: 청운대 호텔관광대학 그랜드볼륨 및 세미나실)

18:30 – 20:00

숙소(청운대 게스트하우스) 배정 및 만찬

20:00 – 21:00

홍주성 야경답사[답사2]

○ 7월 22일(금) 학술답사 일정
08:30 – 09:30

조찬

10:00 – 12:00

(학술회의Ⅱ: 청운대 호텔관광대학 세미나실)

12:00 – 12:00

홍주성 및 홍주성역사관 탐방-해미국제성지성당 [답사3]

12:00 – 13:00

오찬(해미)

13:30 – 16:00
16:00

해미읍성 [답사4]
개심사-마애불-보원사지 [답사5]
귀가(버스 탑승)

※ 학술대회와 학술답사 세부일정은 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
청운대학교: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1길 66(주소) 청운대학교
041-630-3114
[대중교통]
남부/강남/동서울터미널(서울) → 홍성터미널 → 청운대학교
용산역(서울, 1시간간격) → 홍성역 → 청운대학교
[자가용]
서울에서 오시는 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 → 홍성IC(1시간소요) → 홍성방면(10km) → 청운대학교
대전방면에서 오시는 길> 당진대전고속도로
유성IC(당진방면)→ 예산수덕사IC → 홍성방면(20분소요) → 청운대학교

○ 기타 공지사항
ü 2022년도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께서는 아래의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882601-04-091368
예금주 : 고남식(동아시아고대학회)
회비 : 연회비 4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 50세 이상은 40만원)
ü ≪동아시아고대학≫ 제67집의 논문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발간 예정일은 9월 30일이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신 논문은 꼭 투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