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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여름 정기 학술대회(제110차)가
8월 9일(목)~10일(금) 전북 정읍 고택문화체험관 ‘예가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
고전문학의 향유방식과 교육; 과거, 현재, 미래 Ⅴ'라는 기획 주제 하에 네 편의 발표로 구성
될 예정이며, 2일차 오전에는 판소리 체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학술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에 관해 몇 가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술대회 교통편 안내 (서울 ⇔ 정읍)
학회에서 별도의 차량을 대절하지 않고, 섭외된 차량을 나누어 타고 이동하기로 결정하였습
니다. 서울에서 정읍까지 자차 운전이 가능하신 선생님께서는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
니다. 아울러 출발하시는 지역을 고려하여 탑승 차량을 정하고자 하오니 신청 시 출발 지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일 장소와 시간은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학술대회 당일 숙박 안내 (전북 정읍 고택문화체험관 ‘예가인’)
학술대회는 8월 9일(목)~10일(금)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준비를 위해 숙박을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박 시 칫솔, 세안용품 등을 지참해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드라이기, 수건, 샴푸, 린스, 치약 구비)
3) 학술대회 참가비 안내 (변동 가능)
110차 학술대회의 참가비는 아래와 같이 차등 책정하였습니다. 이 외의 차량비와 숙박비 등
의 소요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래

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시어

학회

메일

(classic1989@naver.com)로 7/29(일)까지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임

비전임

동승(운전자)
동승(비운전자)
따로 이동
동승(운전자)
동승(비운전자)
따로 이동
연락처

참가비
2만 원
4만 원
3만 원
무료
2만 원
1만 원

해당란에 o표

출발 지역 기입(**동)

숙박(o,x)

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년 연회비 납부 안내
학술대회에 앞서 2018년 연회비(2만 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가 학회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

* 계좌: (농협) 351-0905-4542-53 * 예금주: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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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차 정기 학술대회 일정
* 1일차
◇ 일시 : 2018년 8월 9일(목) 14:00~18:30
◇ 장소 : 전북 정읍 고택문화체험관 ‘예가인’
◇ 주최 :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시 간
14:00~14:20

내 용
회원등록
사회:

14:20~14:30

개회사: 손태도(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장)

고정희

(서울대)

발표주제: 청소년 문학교육과 발달적 관점의 문학치료
14:30~15:20

발표: 조은상(건국대)
토론: 조하연(아주대)
발표주제: 설화의 향유방식과 교육

15:20~16:10

발표: 하은하(서울여대)

좌장:
류수열
(한양대)

토론: 김서윤(경상대)
16:10~16:20
16:20~17:10

휴식
발표주제: 서사민요의 향유방식과 교육
발표: 서영숙(한남대)
토론: 정한기(전주교대)
발표주제: 한시와 일본시가의 향유방식 비교

17:10~18:00

발표: 최귀묵(고려대)

18:00~18:20
18:20~18:30

토론: 김승우(전주대)
총회 및 신구 회장단 이취임
연구윤리교육 및 폐회

* 2일차
◇ 일시 : 2018년 8월 10일(금)
◇ 장소 : 전북 정읍 고택문화체험관 ‘예가인’
- 아침 식사 후 판소리 체험 (‘예가인’ 주최)

2018년 07월 13일

韓國古典文學敎育學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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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박경주
(원광대)

오시는 길
- 주소 : 전북 정읍시 산외면 공동길 58
(구주소 : 전북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815 고택문화체험관)
- 전화 : 063-532-1248

■승용차
: 서울 – 경부고속도로 – 논산천안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고택문화체험관
*소요시간 : 약 3시간 30분

■대중교통
① 고속버스 : 동서울터미널 – 태인터미널
(정읍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전, 약 3시간 소
요) - 택시(약 20분, 14,000원 정도) - 고택
문화체험관
② 기차 : 서울역 - 정읍역 – 택시(약 40
분, 21,000원 정도) - 고택문화체험관
*정읍시외버스터미널에서 151-5번 버스로
‘신배’ 정류장까지 이동 가능하나 소요 시간
이 길고(1시간 10분), 배차간격도 길어(하루
2회) 위 두 가지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오시는 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총무간사
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총무간사 정보미 : 010-977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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