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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문화의 형성과정에서 유가사상, 한자, 불교는 모두 중요한 요인이지만 해양도 사상, 

신앙, 사람과 화물의 교류과정에서 중요한 전달작용을 하였습니다. 해양이 없으면 

동아시아세계의 교류,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지체 되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중국은 육상제국이지만 명나라 초기에 이미 해상발전에서 필요한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람들은 그들이 익숙한 육상질서를 선택하였고 해양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정책 외에, 중국 해역은 이미 상선, 어선, 해적과 이민의 

옥토로 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는 16, 17 세기 서양제국주의가 도래하기 전부터 중국은 사실상 

동아시아 전 해역의 맹주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등 나라도 해양을 중요한 발전명맥으로 간주하였습니다. 19 세기 

중엽 이전, 동아시아 나라들은 해양을 토대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설립하였습니다. 19 세기 

중엽 이후, 그들은 모두 서양사상의 세례를 받았고 서양세력의 개입으로 예전과 다른 교류 

방식을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동아시아해양의 시야로 물질문화, 이민과 정체성, 지식전파와 생산 및 

항구도시 등 주제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해양분야는 연구할 가치가 매우 큰 새로운 

영역이고 우리가 익숙하거나 생소한 일부 연구과제가 「해양」이라는 시각에서 반드시 이전과 

다른 접근방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홍콩성시대학 중국문화센터와 중문 및 역사학과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연차대회 주제 

   동아시아의 해양 – 교류・네트워크・유동 

   Maritime East Asia --- Network, Exchanges, and Mobilities 

패널 

1. 교통 네트워크와 화물의 유동 

2. 동아시아 시각에서 바라본 홍콩 

3. 이민과 문화정체성 

4. 문화의 생산과 재현  

5. 종교신앙과 의식 

6. 지식의 전파와 생산 

7. 근대 동아시아의 번역 

8. 근대 동아시아 키워드의 형성 

9. 냉전과 동아시아의 질서 

10. 항만도시 

 

회의일정 

도    착    2018 년 5 월 11 일（금） 

연차대회    2018 년 5 월 12-13 일（토・일） 

해    산    2018 년 5 월 14 일（월） 



회장 

 장소: JOSEPH LEE HALL (李宗德講堂 (LT-3505))、홍콩성시대학 

 위치: Li Dak Sum Yip Yio Chin Academic Building 3F (李達三葉耀珍學術樓) 

 http://www6.cityu.edu.hk/wayfinder/en/Venue/LT-3505/ 

 

 

신청마감 및 심사결과 발표일정 

 본 대회는 기조강연, 개별 패널세션, 개인발표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발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회원들께서는 상기 패널세션 주제를 참고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패널세션은 

2 시간씩 배분됩니다 (발표자 4-5 명, 사회자 1 명, 지정토론자 1-2 명으로 진행되고 발표자가 

사회자 또는 지정토론자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 및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인 참가신청서와 발표요지(약 400 자)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은 2018 년 1 월 16 일이며, 대회준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 통과 하신 분에 한하여 추후 공식적인 초대장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용 

 대회 특별초대대표 외의 참자가는 왕복 교통비 및 숙박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가비는 일반회원 500홍콩달러, 대학원생 300홍콩달러이며 현지 도착후 현지화폐 (홍콩달러)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및 외화는 받지 않습니다).참가비는 간친회, 회의기간의 오찬 

및 논문집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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