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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겨울 정기 학술대회(제114차)가 12월 7일(토)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개최됩니다.(날짜가 12월 14일에서 12월 7일로, 장소가 문과대학에서 새천년관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전문학의 향유와 장르>라는 기획주제 아래, 기획 주제 2편과 자유 주제 발표 2편으
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치열한 학술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114차 학술대회 일정
◇ 일시 : 2019년 12월 7일 토요일 13:10 ~ 17:30
◇ 장소 :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1211호
◇ 주최 :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시 간

내 용

13:10~13:30

회원등록

13:30~13:40

13:40~14:30
<1부>
기획 주제
발표

14:30~15:20

개회사: 정충권(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장)

발표주제: 고전시가 향유와 학습의 방법으로서의 번역
- 시조를 예로
발표: 염은열(청주교대)
토론: 정소연(이화여대)
발표주제: 필사문화의 맥락에서 살펴본 조선시대
장편소설의 향유
발표: 이지영(충북대)
토론: 서정민(홍익대)

15:20~15:40

15:40~16:30
<2부>
자유 주제
발표
16:30~17:20

사회:
 명희
서
(한남대)

좌장:
신재홍
(가천대)

휴식
발표주제: '감정구조' 중심의 문학사 교육 연구
발표: 박은진(경인교대)
토론: 최수현(세명대)
발표주제: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의 문학치료적 읽기 방법
발표: 박재인(건국대)
토론: 이지원(서울대)

17:20~17:30

연구윤리교육 및 폐회

2019년 11월 27일

韓國古典文學敎育學會 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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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박일용
(홍익대)

오시는 길
■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1211호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7호선

건대입구역 4번 출구 /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

①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횡단보도를 건너 5분 정
도 직진하시다가 왼쪽을 보시면 일감문(동물병원 옆)이 나옵니다.
일감문을 통과해 오른편으로 걸어오시면 호수가 있고, 호수를 따
라 계속 오시면 인문학관과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인문학관 왼쪽에 보이는 하얀 고층 건물이 새천년관입니다.
7호선 건대입구역 4번 출구로 나오실 경우에는 직진하여 걸어오
시다 보면 일감문이 나옵니다.
②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하시다 보면 학
교 간판이 보입니다.
간판이 있는 곳에서 우측으로 꺾어 걸어오시다 보면 학교 후문이
나옵니다.
후문으로 들어오셔서 계속 직진하시다가 왼편을 보시면 하얀 고층 건물인 새천년관이 보입니다.

[버스 이용 시]
건대역 240, 721, 2222, 2223, 2224
건국대학교병원 (청담대교 방향)
건국대학교앞

240, 721, 2222, 3220, 4212

2223, 2224, 3220

건대앞 302, 3216

[주차 안내]
지하주차장 : 상허연구관, 법대, 생명환경과학대, 산학협동관, 동물생명과학대학
지상주차장 : 교내 도로상의 주차지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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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주차의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 드립니다.
☑ 주차권은 당일 학회 접수대에서 판매합니다.

학회 총무진에서 알려 드립니다.
1. 참가비는 전임 회원 2만 원, 대학원생 및 비전임 회원 1만 원입니다.
2. 2018년 연회비(2만 원)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
는 연회비가 학회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

* 계좌: (농협) 351-0905-4542-53

* 예금주: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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