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문교육학회
수신자 회원 제위
발신자 한국한문교육학회
제 목 2018년 하계학술대회 안내

1. 여름 맞아 회원 여러분의 발전과 건승을 빕니다.
2. 본 學會의 2018년 夏季學術大會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
다. 참석하시어 좋은 질의와 토론으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진재교

한국한문교육학회 2018년 하계 학술대회
- 주제 : 인문교육으로서의 한문고전
- 일시 : 2018년 7월 14일(토) 10:30 ~ 17:4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50106호
- 주최 : 한국한문교육학회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 주관 :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 후원 : (재)국제교류진흥회

한국한문교육학회장
붙임 1. 한국한문교육학회 2018년 하계 학술대회 일정 안내 1부. 끝.
붙임 2.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약도
한국한문교육학회 총무이사 이현일 하정원 김인규 임영걸
시

행

우 03063

회장 진재교

한국한문교육학회 2018-0627(2017. 6. 27.)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진재교 교수 연구실 /

http://www.hanmunedu.or.kr
전화 (02)760-0551 / 전송

/ 전자우편주소 10012@hanmail.net /공개

#붙임 1. 한국한문교육학회 2018년 하계학술대회 일정.

한국한문교육학회
년 7월

년 하계학술대회 일정표

2018

*

일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

기획주제: “인문교육으로서의 한문고전”

2018

일(토)

14

10:30~17:40

호

50106

오전발표
시 간
10:30~10:40

10:40~11:00

11:00~11:20

발 표 및 내 용

비 고

▪ 개회식
▪ 기조강연
진재교(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인문교육으로서의 한문고전｣
이현일(성균관대) ｢중등교육에서의 한시 교육-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13종을 중심으로-｣

11:20~11:40 임준철(고려대) ｢매체와 한시 엮어 읽기: 영화, 그림, 한시｣

사회:
김용태
(성균관대)

윤채근(단국대) ｢욕망통제 기제로서의 한문소설과 인문교육- 전등

11:40~12:00 신화(剪燈新話), 금오신화(金鰲新話), 전기만록(傳奇漫錄), 우

게쓰모노가타리의 카텍시스 순화를 중심으로-｣
점심 식사

12:00~13:30

오후발표
시 간

발 표 및 내 용

비 고

13:30~13:50 이군선(원광대) ｢삶에 대한 성찰과 지혜의 전달-‘설(說)’｣
13:50~14:10

이성형(공주대) ｢중등교육에서 한문산문 감상 지도법-2015 개정 고등

학교 한문교과서의 전장체(傳狀體) 산문을 중심으로-｣

사회:
김영주
(성균관대)

14:10~14:30

김하라(전주대) ｢한문(漢文) 자기서사(自己敍事) 독해를 통한 논술

교육 시론(試論)｣

14:30~14:40

14:40~15:00

중간휴식
김용재(성신여대) ｢경서(經書), 동아시아 인문교육의 보고(寶庫)-‘있

어 왔던 경서 교육’에서 ‘있어야 할 고전교육으로’｣

15:00~15:20 함영대(성균관대) ｢중등학교에서 경전 제자서 학습과 인문고전교육｣

중간휴식

15:20~15:30

▪ 종합토론
15:30~17:00

토론: 김창호(원광대), 고연희(성균관대), 류준경(성신여대), 조창록(성균
관대), 서한석(상명대), 안세현(강원대), 이영호(성균관대), 김성중
(계명대)

17:00~17:10

연구윤리 교육

17:10~17:40

총회 및 폐회식

좌장:
이동재
(공주대)

#붙임 2.성균관대학교 호암관 약도

4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오시거나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종각역 2,3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종로-2번을 이용하여
학교 내부까지 오시면 됩니다.

혜화역 1번 출구 → 학교 진입로 앞 정류소(던킨도너츠 맞은 편) → 성균관대학교 정문
→ 600주년기념관 → 정차소(농구장 옆)

후문옥류천 → 감사원 → 정독도서관(신한은행) → 안국전철역(2번출구) → 낙원상가 →
종각전철역(2,3번출구) → 인사동 → 낙원상가 → 안국전철역 → 정독도서관(신한은행)
→ 감사원 → 후문옥류천

명륜3가 → 양현관

→명륜새마을금고 → 아남아파트 → 혜화역(4번출구,혜화동사무소

앞) → 종로5가역 → 혜화역(1번출구,학교셔틀정류장) → 명륜새마을금고 → 양현관
→ 명륜3가

간선(파랑)버스 : 102, 104, 106, 107, 108,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
지선(초록)버스 : 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