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고대학회 봄 학술대회

14:20-15:20

( 제73회 정기학술대회 )

2부 1분과

<동아시아고대학회>의 제73회 정기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
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5:30-16:05

16:05-16:40

○ 일시:

2019년 4월 27일(토) 10:00~18:30

○ 장소: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103호 대강당, 205호 국제회의실

○ 주최:

동아시아고대학회 ‧ 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후원:

대진대학교

○ 주제:

동아시아의 풍류 문화와 사상

16:40-17:15

17:15-17:50

○ 학술대회 일정
10:00-10:30

10:30-10:40

1부

10:45-11:10

2부 2분과

등록
개회식

사회: 고남식(대진대)

축사

이면재(대진대학교 총장)

학회장 인사말

안영훈(회장, 경희대)

기획주제 발표 (대진교육관 103호 대강당)

사회: 고남식(대진대)

15:30-16:05

16:05-16:40

토론: 윤영수(경기대)

11:35-12:00
12:00-13:00
13:00-13:25

13:25-13:50

13:50-14:15

｢周易｣의 意象之美와 共感(empathy)의 美學 – 풍류정신의 본령을 찾아서
발표: 김연재·이재일(공주대)

토론: 정우진(경희대)

조선전기 시조에 나타난 ‘상자연’의 풍류양상 고찰
발표: 이병찬(대진대)

토론: 허영진(고려대)

중식

자유주제 발표 (대진교육관 103호 대강당)

발표: 이동식(동대문문화재단)

토론: 권인호(대진대)

문화 전수로서의 문자력과 해석
발표: 최숙이(한국외대)

토론: 장영창(나사렛대)

용재 이행의 영물시 연구
발표: 유암천(경희대)

토론: 구봉곤(홍익대)

히토마로 ‘조릿대(사사篠)’ 표기에 깃든 영혼관의 고찰
발표: 고용환(경남정보대)

토론: 이부용(강원대)

자유주제 발표 (대진교육관 205호 국제회의실)

토론: 사이토 아사코(명지대)

발표: 고남식(대진대)

토론: 장인호(대진대)

– 문명(종교)기축적 접근과 새로운 연구방법론 제안

17:15-17:50

토론: 박인규(서울대)

풍수로 해석한 전설
발표: 한웅(포천문화관광해설사)

토론: 전성기(고려대)

금강산 어원과 담무갈 보살, 회암사 유래 추적
발표: 최원혁(대진대)

토론: 진보성(청주교대)

18:00-18:30

연구윤리교육, 총회(대진교육관 103호 대강당)

18:30

폐회 - 석식

○ 4월 28일(일) 학술답사 일정

위진 명사들의 풍류와 시대적 사명에 대한 소고

09:00~

조식 후 숙소 출발

발표: 최세윤(고신대)

09:15~

포천문화원(포천역사문화관)

자연유산 九曲의 인문적 의미와 風流

10:00~

포천 구읍리 미륵불(용화사)

발표: 류호철(안양대)

10:45~

포천 산사원(술박물관)

12:00~

양주 회암사지(회암사지박물관) 도착

토론: 김의정(성결대)

토론: 강춘애(동국대)

사회: 이경진(공주대)

강증산 전승에 나타난 禮樂문화적 요소

와카를 통해 본 일본 헤이안 귀족의 풍류
발표: 남이숙(군산대)

사회: 류호철(안양대)

김구의 신공개 친필유묵과 반탁운동

발표: 전홍석(원광대)

16:40-17:15
11:10-11:35

좌장: 김창화(상명대)

한국 근대 민족종교의 세계문명사적 조명

동아시아 풍류와 유라시아 Flow의 연관 – 문명 모델 찾기
발표: 윤명철(동국대)

종합 토론

사회: 고남식(대진대)

13:50~

중식 후 해산

※ 학술대회와 학술답사 세부일정은 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
<자가용>
외곽순환도로 / 동부간선도로 이용시→의정부IC→43번 국도 진입→대진대학교
포천 일동 출발시→내촌→가산→43번 국도 진입→대진대학교
구리 포천고속도로 이용시→남구리IC 진입→선단IC→대진대학교
<버스>
3100번(양재역→강남역→태릉입구역→하계역→수락산역→의정부→대진대학교)
3500번(건대역→군자역→태릉입구역→수락산역→의정부→대진대학교)
72번(수유역→쌍문역→도봉산역→의정부→대진대학교)
수유역터미널 직행버스(수유역→도봉산→의정부 터미널→송우리→대진대학교 입구)
동서울터미널 직행버스(동서울→어린이대공원→노원역→의정부신터미널→대진대학교 입구)

○ 기타 공지사항
ü 2019년도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납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882601-04-091368
예금주 : 고남식(총무이사)
회비 : 연회비 4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 50세 이상은 40만원)
ü ≪동아시아고대학≫ 제54집의 논문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발간 예정일은 6월 30일이며, 투고 마
감일은 5월 10일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술대회
에서 발표하신 논문은 꼭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