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회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연차대회 안내
제 15 회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SCIEA) 연차대회가 2023 년 5 월 6 일(토) – 7 일(일) 이틀에 걸쳐
중국 난카이대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아시아는 고대부터 한자, 불교, 유교, 율령제 등을 매개로 교류하여 눈부신 동양문명을 만들어
냈다. 근대에 들어서는 또 구미문화와의 교섭과 융화를 거쳐 다채롭고 특색 있는 지역 문화를
키워냈다. 21 세기에는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를 포용하여 생기
넘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갈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2023 년 제 15 회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연차대회는 “동아시아 문화의 융합과
혁신'을 주제로 다음의 3 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학술교류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상호 융합과 혁신;
(2) 근현대 동아시아 문화의 상호 융합과 혁신;
(3) 글로벌화 시대 동아시아 문화의 상호 융합과 혁신;
2023 년 제 15 회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연차대회의 주최장소인 난카이대학은 중국 톈진시에
위치한 종합적인 연구형 대학이다. 1919 년에 설립된 난카이대학에는 풍부한 전공과 많은 학과를
보유하고 있다. 백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문과와 이과를 중심으로 기초가 튼튼하고 응용과 혁신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2017 년 9 월에

중국의 “쌍일류(Double First-Class University Plan)” 건설

A 류 대학에 선정되었다. 난카이대학은 장기에 걸쳐 개방적인 학교 운영을 견지하여 세계 40 여개
국가와 지역의 320 여 개 유명 대학과 학술교류 및 국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제 15 회 연차대회는 다음과 같은 종합 테마와 분과 테마를 중심으로 연구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회 회원 여러분들과 젊은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가를 기대합니다.

연차대회 테마
동아시아 문화의 융합과 혁신 (東亜文化的互融與創新)

분과(패널) 테마
1. 매체로서의 한자시문과 동아시아의 정치외교
2. 필담과 동아시아 문화교섭
3. 유교, 불교와 동아시아 문화교섭
4. 동아시아 지식사에 관한 연구
5. 제국/민족/지역의 지식을 둘러싼 교섭
6. 언어, 문학, 역사 및 철학의 번역과 지식 이전
7. 예술교육 분야의 문화교섭
8. 공중위생, 전염병, 의약과 문화교섭
9. 지역 문화와 관광 분야의 문화교섭
10. 기타 동아시아 문화교섭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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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정

2023 년 5 월 6 일(토)-7 일(일)
회의형식
대회 주최대학에서의 기조강연 및 일부 패널세션, 온라인 패널세션, 개인발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회의 일정 및 형식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신청일정
SCIEA 회원과 기타 발표 예정자(비회원의 경우는 사전에 입회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상기의
전체 테마 및 분과 테마를 참고하여 2023 년 1 월 15 일까지 참가신청서와 발표요지(400 자 정도)를
대회준비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란다.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정식 초대장을 발급해 송부할 예정이다.

참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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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발표신청 접수처: 대회준비위원 sciea2023@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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