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말씀

푸르기만 하던 산하가 붉게, 또 노랗게 옷을 갈아입으며 풍요로운 계절이 깊어가고 있
음을 말해줍니다. 모두 편안하신지요.
〈동아시아고대학회〉와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는 “동아시아 글로컬리제이션과 인
문도시 당진의 이용후생 전통”을 대주제로 정하고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당진시
와 한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동아시아고대학회와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것이며, 동아시아고대학회로서는 제78회(2020년 추계)
정기 학술대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
게 되었습니다.

□ 일 시 : 2020.10.31.(토) 13:00 – 18:30
□ 장 소 : 온라인 회의실(zoom)
발표자와 토론자는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호 회의실
*온라인 회의실 번호는 당일 오후 12시 30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발표자들과 토론자들만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회의실에 모여서 학술대회를 진
행하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편하신 곳에서 온라인 회의실(zoom)에 접속하여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학문적 성과를 널리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
니다.
학술대회 당일 온라인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께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0. 10. 19.

동아시아고대학회 회장

송 완 범

한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단장

안 외 순

동아시아고대학회 제78회(2020년 추계) 정기 학술대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 동아시아고대학회 공동 학술대회

□ 주

제 : 동아시아 글로컬리제이션과 인문도시 당진의 이용후생 전통

□ 일

시 : 2020년 10월 31일(토) 13:00 – 18:30

□ 장

소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호 회의실, 온라인 병행

□ 주

최 : 당진시, 한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 주

관 : 동아시아고대학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 후

원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개회식

13:00 – 13:10

류호철(동아시아고대학회 총무이사, 안양대)

개회사

송완범(동아시아고대학회 회장, 고려대)
안외순(한서대 인문도시사업단 단장)

1부 동아시아 역사․문화와 글로컬리제이션

13:10 – 13:35

13:35 – 14:00

좌장: 안영훈(경희대)

〈발표 1〉 『唐會要』와 『通典』의 東夷目 서술 비 발표: 송영대(건국대)
교 분석

토론: 김한신(경남대)

〈발표 2〉 『짓킨쇼』에 나타난 무악 설화 고찰 - 발표: 이부용(강원대)
겐조라쿠를 중심으로

토론: 신근영(고려대)

14:00 – 14:25 〈발표 3〉 조선말기 재난의 양상과 그 해결

14:25 – 14:40

1부 보충토론(참가자)

14:40 – 14:50

휴식

발표: 고남식(대진대)
토론: 유형동(한신대)

2부 동아시아 사상과 글로컬리제이션

14:50 – 15:15

15:15 – 15:40

좌장: 안외순(한서대)

〈발표 4〉 일본사상사에서 보는 『맹자』 독해 - 발표: 이기원(강원대)
이토 진사이의 맹자고의』를 중심으로 토론: 김상원(고려대)
〈발표 5〉 敍事의 세계에서 본 주역의 卦爻辭와 발표: 정소영(공주대)
역사정신의 강령

토론: 이현중(충남대)

〈발표 6〉 중국 근대의 담론에서 본 지식인의
15:40 – 16:05

變法과 經世主義觀 - 康有爲의 『大同
書』를 중심으로

16:05 – 16:20

2부 보충토론(참가자)

16:20 – 16:30

휴식

3부 당진 지역의 글로컬리제이션과 이용후생 전통

16:30 – 16:55 〈발표 7〉 고려 건국과 치국, 그리고 당진

16:55 – 17:20 〈발표 8〉 인문도시 당진과 도시재생

17:20 – 17:45 〈발표 9〉 당진 지역 문화재의 가치와 관리․활용

17:45 – 18:00
연구윤리교육 및 폐회

발표: 김연재(공주대)
토론: 김준(고려대)

좌장: 송완범(고려대)
발표: 김영수(영남대)
토론: 이병욱(고려대)
발표: 박현옥(청운대)
토론: 심준용(A&A문화)
발표: 류호철(안양대)
토론: 김병모(동국대)

3부 보충토론(참가자)
유형동(동아시아고대학회 총무이사, 한신대)

18:00 – 18:30

연구윤리교육

18:30

공지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