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古典文學敎育學會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정충권 교수 연구실
☏ 010-4871-0960, 홈페이지 http://classicedu.net 이메일 classic1989@naver.com
학회장 정충권(충북대), 연구이사 박경주(원광대), 총무이사 서명희(서울여대)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여름 정기 학술대회(제113차)
가 8월 7일(수)~8일(목)에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자유
주제 네 편의 발표로 구성될 예정이며, 2일차 오전에는 강릉 문화유적 답사도 계획되어 있습
니다. 치열한 학술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에 관해 몇 가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술대회 교통편 안내 (서울 ⇔ 강릉)
학회에서 별도의 차량을 대절하지 않고, 섭외된 차량을 나누어 타고 이동하고자 합니다. 차
량 섭외에 흔쾌히 응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섭외에 응해주신 선생님들
과 탑승을 신청하신 선생님들께 모일 시간과 장소를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혹 참가
신청을 아직 못하신 선생님께서는 학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 classic1989@naver.com, 총무간사 오영창 : 010-4871-0960)
2) 학술대회 당일 숙박 안내 (가톨릭관동대학교 유니버스텔)
학술대회는 8월 7일(수)~8일(목)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객실에 세면도구(샴푸, 바디샴푸, 린스, 비누, 수건, 드라이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치약, 칫솔과 같은 개인 세면도구는 지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객실 안내 – http://cms.cku.ac.kr/user/universtel/index.html
3) 학술대회 참가비 안내
113차 학술대회의 참가비는 아래와 같이 차등 책정하였습니다. 이 외의 차량비와 숙박비 등
의 소요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전임

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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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2만 원
4만 원
3만 원
무료
2만 원
1만 원

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년 연회비 납부 안내
학술대회에 앞서 2019년 연회비(2만 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가 학회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

* 계좌: (농협) 351-0905-4542-53 * 예금주: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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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차 정기 학술대회 일정
* 1일차
◇ 일시 : 2019년 8월 7일(수) 14:00~18:20
◇ 장소 :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
◇ 주최 :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시 간

내 용

14:00~14:20

회원등록
사회:

14:20~14:30

개회사: 정충권(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장)

서명희
(

)

발표주제: <황릉몽환기>에 나타난 여성 비애담의 특징과 그 의미
14:30~15:20

발표: 유해인(고려대)
좌장:

토론: 곽현희(영남대)

조희정
발표주제: 연암의 <백이론>을 통한 논증 교육의 모색
15:20~16:10

(조선대)

발표: 정보미(서울대)
토론: 이영호(계명대)

16:10~16:20

휴식
발표주제: 고전시가의 낯선 비유 표현과 유형화 연구

16:20~17:10

발표: 김세림(가톨릭관동대)
토론: 이주영(서울대)

좌장:

발표주제: 국정 국어 교과서에서의 사설시조 정전화 과정 연구
17:10~18:00

- 1차~7차 교육과정 초·중·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발표: 이동일(강원대)
토론: 송지언(홍익대)

18:00~18:20

연구윤리교육 및 폐회

* 2일차
◇ 일시 : 2019년 8월 8일(목)
- 강릉 주변 문화유적 답사

2019년 8월 5일

韓國古典文學敎育學會 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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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연
(아주대)

오시는 길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522-26)

가톨릭관동대학교 유니버스텔(혹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제5생활관”)
- 전화 : (033) 649 - 8386

■승용차
서울 – 성남이천로 – 광주원주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가톨릭관동대학교
* 소요시간 : 약 2시간 50분

■대중교통
① 기차(KTX) : 서울역(혹은 청량리역, 상봉역) - 강릉역(약 2시간 소요) – 역전에서 223번
버스 탑승 – 가톨릭관동대학교 정류장 하차
* 소요시간 : 약 2시간 30분
② 고속버스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강릉고속버스터미널(약 2시간 50분 소요) - 터미널오거
리를 지나 ‘장수탕’ 앞 정류소에서 223번 버스 탑승 – 가톨릭관동대학교 정류장
* 소요시간 : 약 3시간 30분
* 고속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장수탕’ 정류소를 찾기 번거로우실 듯하오니 환승하기 용이하고
시간도 더 빠른 기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오시는 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총무간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총무간사 오영창 : 010-4871-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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