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고대학회 가을 학술대회
14:00-14:30

(제71회 정기학술대회)
<동아시아고대학회>의 제71회 정기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14:30-15:00

항구도시의 등장과 동아시아 공연문화 네트워크
발표: 신근영(고려대)

토론: 서유석(경상대)

동아시아 神仙 네트워크와 釜山
발표: 안영훈(경희대)

토론: 고용환(경남정보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5:00-15:30
○ 일시:

2018년 10월 27일(토) 10:00~18:00

○ 장소:

부산 동의대학교 2인문대학 210, 208, 207호

○ 주최:

동아시아고대학회

○ 주관:

동아시아고대학회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 후원: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 한국문물연구원

○ 주제:

평화와 창조를 위한 동아시아 문화 교류

15:30-16:00

16:00-16:30

16:30-17:00
등록
개회식

10:00-10:30

축사

사회: 고남식(대진대)

17:00-17:30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尚史, 주부산일본국총영사)

학회장 인사말

안영훈(회장, 경희대)

17:30-18:00
1부

주제

10:30-10:50

“동아시아 문학예술과 문명 교류” (2인문대학 210호)

사회: 고남식(대진대)

11:10-11:30

발표: 오카야마 젠이치로(岡山善一郞, 日本 天理大)
조선의 도자문화와 아사카와 형제

사회: 조상우(단국대)

동아시아의 경계인, 발해 유민의 삶과 발해의식
발표: 이효형(부산대)

토론: 김봉숙(계명대)

개화기 동아시아 삼국협력론 비교
발표: 고남식(대진대)

토론: 장영창(나사렛대)

아시아동화집 편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아시아인의 상호이해와 평화를 위한 성찰
발표: 권혁래(용인대)

토론: 이명현(중앙대)

조선후기와 청대의 여성 시회 비교
발표: 임보연(경희대)

토론: 신근영(고려대)
사회: 김영(대구한의대)

마쿠라고토바 <우쓰소미토>에 서려있는 [허공]의 우주관 고찰
발표: 고용환(경남정보대)

토론: 오카야마 젠이치로(천리대)

가나세키 다케오(金関丈夫)의 한반도 도래인 인식
발표: 세키네 히데유키(關根英行, 가천대)

토론: 이동희(인제대)

발표: 윤명철(동국대)

2부

“동아시아 공동체와 네트워크” (2인문대학 210호)

13:30-14:00

16:30-17:00

海陸 交通網을 통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생성과정

종합 토론(참석자 전원)

13:00-13:30

기념 촬영 및 휴식

발표: 이동식(전KBS부산총국장)

11:30-12:00
주제

토론: 문치웅(홍익인간재단)

3부 2분과 주제 “한일 문화와 교류” (2인문대학 208호)

한일 고대시가에 나타난 한일관계

16:00-16:30
10:50-11:10

발표: 전흥석(원광대)

3부 1분과 주제 “동아시아인의 삶과 상호 이해” (2인문대학 210호)

○ 학술대회 일정
09:30-10:00

동아시아공동체: 문명대안론

좌장: 윤영수(경기대)

역사와 재난을 통해서 보는 “동아시아안전공동체”
발표: 송완범(고려대)

토론: 이충호(부산외대)

17:00-17:30

사회: 류호철(안양대)

17:30-18:00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과 그 구조에 대해
발표: 장우순(홍익인간재단)

토론: 김상원(동국대)

한국과 일본의 서민예능 전개 양상 비교
발표: 전인평(중앙대)

토론: 윤영수(경기대)

3부 3분과 주제 “동아시아 교류와 문화유산” (2인문대학 207호)

사회: 서유석(경상대)

동아시아 평화와 문화교류를 위한 종교의 역할
발표: 조응태(선문대)

토론: 강명호(선문대)

16:00-16:30

국립해양박물관 新所藏 광개토태왕릉비 탁본의 특징과 제작 시기
발표: 백승옥(국립해양박물관)

토론: 이용현(국립경주박물관)

16:30-17:00

17:00-17:30

17:30-18:00
18:00

趙孟頫 書藝의 高麗 유입과 春川 文殊寺 藏經閣碑
발표: 유승민(한국전통문화대)

토론: 최연주(동의대)

국제관계속에서 형성된 부정적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
발표: 류호철(안양대)

토론: 이채영(동국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한국인의 사생관
발표: 정효운(동의대)

토론: 유형동(건국대)

연구윤리교육, 폐회식(2인문대학 210호)

사회: 고남식(대진대)

○ 오시는 길 (동의대학교 가야캠퍼스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176 TEL(051)890-1114)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5번 출구)에서 교내 곳곳으로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1번 출구 6번 순환버스, 9번 마을버스 / 지하철 5번 출구 6-1번 순환버스
부산종합터미널(노포동)(소요시간 : 약 42분, 택시비 14,000원 정도)
•

지하철(신평방면)승차 - 서면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 동의대역 하차 - 순환버스

서부시외버스터미널(사상)(소요시간 : 약 20분, 택시비 6,000원 정도)
•

일반버스 31번,33번,59번,62번(가야로, 서면방면) 승차 - 동의대앞 하차 - 순환버스

•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 하차 - 순환버스

○ 참가비 안내
ü 발표 책자 : 1만원(발표·토론·사회자는 무료)
ü 당일 숙박 : 4~5만원(학회 제공 숙소를 이용하실 분은 예약을 위해 미리 신청해주십시오.)
ü 주차권은 접수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소요시간 : 약 48분, 택시비 11,000원 정도)
•
•

부산김해 경전철 승차(사상방면) - 사상역에서 일반버스 61번,186번(가야로,서면방면) 환승 –

○ 회무 공지사항

동의대앞 하차 - 순환버스

ü 2018년도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납부해 주

부산김해 경전철 승차(사상방면) - 사상역에서 지하철 2호선 환승 - 동의대역 하차 - 순환버

시기 바랍니다.

스
부산역/여객선 터미널(소요시간 : 약 20분, 택시비 7,000원 정도)
•

일반버스 59번,61번(가야로방면)승차 - 가야1치안센터 앞 하차 - 순환버스

•

지하철 1호선 승차 - 서면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 동의대역 하차 – 순환버스

계좌번호 : 국민은행 882601-04-091368
예금주 : 고남식(총무이사) 010-2323-3717
회비 :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 50세 이상은 30만원 ※2019년부터 40만원)
ü ≪동아시아고대학≫ 제52집의 논문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발간 예정일은 12월 31일이며, 투고

※ 당일 부산불꽃축제로 인해 많은 인파가 예상되오니 교통편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은 11월 10일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술대
회에서 발표하신 논문은 꼭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