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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學會 2017年 夏季學術發表大會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문학회 2017년 하계학술발표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라는 기획주제 아래 개최되는 세 번째 학술대회로
서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과 의산문답 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시어 풍성한 학문적 토론의 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학들과의 정다운
나눔 속에서 무더운 여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의 고전을 다시 읽는다’

∙일 시 : 2017년 8월 22(화)~23일(수)
∙장 소 :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8월 22일】
※ 오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천문기기 복원 설명회
※ 오후 : 학술대회
∙회원 등록 : 13시 00분 ～ 13시 10분
∙학회장 인사 : 13시 10분 ～ 13시 30분
∙기 획 주 제 : 한국의 고전을 다시 읽는다(3) -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과 의산문답
[제1부] 13:30~15:00
- 사회 : 황재문(서울대학교)
∘ 이승수(한양대학교) “연행로의 지리와 心跡 - 山海關~通州 구간을 중심으로 -”
∘ 김유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담헌 홍대용의 하늘 관념”
∘ 정훈식(경성대학교) “ 의산문답 의 장소와 인물 재론”
-토론
∘ 류준경(성신여자대학교), 채송화(서울대학교), 김남기(안동대학교)
[제2부] 15:30~17:30
- 좌장 : 김문식(단국대학교 한국사)
∘ 박희병(서울대학교 고전문학)
∘ 허남진(서울대학교 철학)
∘ 임종태(서울대학교 과학사)

【8월 23일】
자유발표(10:00~12:00)
∘ 강혜규(서울시립대학교) “洪百昌의 기행시집 <旬日記> 연구”
∘ 구슬아(서울대학교) “조선전기 제명기(題名記)의 창작과 그 시대적 맥락
-관각문학으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 윤병용(서울대학교) “<나부가>의 계녀(誡女) 전략과 그 의미”
-토론
∘ 김은정(홍익대학교), 이은주(서울대학교), 송재연(서원대학교)
연락처
- 학 회: (02) 880-1446
- 행사당일: 010-2077-9054 (정솔미 총무간사)
□ 공지사항 □
(1) 메일로 여쭈었듯 우리 학회의 국문학연구 제35호가 전자 출판(2017. 5. 31.) 되었습니다.
투고해 주신 회원들 및 심사와 편집, 출판에 애써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투
고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kukmun@hanmail.net>으로 원고를 보내주십시오.
(2) 회원 여러분, 주변에 국문학연구에 관심이 있으면서 아직 본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
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해 주십시오. 또 주소가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이메일로 변경된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3) 2017년 연회비(3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모두의 정성어린 회비는 학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비는 학회 당일, 또는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입금자 성명 명기).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2-1071-0550-21(예금주: 이종묵)

국문학회장 이 종 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