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단법인 한국몽골학회 추계 국제공동학술대회

유목문명과 탐라문화
- 세계문명교류 허브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 -

주제: 유목문명과 탐라문화
- 세계문명교류 허브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 일시: 2019년 11월 1일(금) ~ 11월 3일(일)
장소: 국립제주대학교(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사)한국몽골학회
공동주최: (사)한국몽골학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후원: 한국연구재단, 몽골교육문화과학체육부,
(사)제주학회, 제주학연구센터, (사)한국말산업학회,

㈜제주소주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유목문명과 탐라문화
- 세계문명교류 허브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 Mongol Diaspora in Northeast Asia
; Status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s Hub for Worlds Cross-Cultural
Exchange

▣ 분과 회의 주제

기조강연

몽골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역사

제Ⅰ분과

초원과 해양의 만남 1. 몽골에서 탐라까지

제 Ⅱ 분과

탐라문화와 문명교류의 길 1. 술(酒)의 길 (음식)

제 Ⅲ 분과

탐라문화와 문명교류의 길 2. 말(馬)의 길 (마목장)

제 Ⅳ 분과

탐라문화와 문명교류의 길 3. 돌(石)의 길 (석인상)

제 Ⅴ 분과

탐라문화와 문명교류의 길 4. 문(文)의 길 (인문-문화유산)

제 Ⅵ 분과

초원과 해양의 만남 2. 몽골 디아스포라 문화의 세계성 (제주학 특별세션)

종합토론

현장토론회
(해외학자)

특별 분과

세계문명교류의 허브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역할
제주 몽골디아스포라 현지 답사 및 현장 토론회 (해외학자 세션)
제주 문화유산의 세계성과 혁신 전략 (대학원 세션)
탐라-몽골의 고고학적 유산, 망각을 넘어 공존의 공동기억으로
(연합 세션 : 사단법인 제주학회•제주연구원•사단법인 한국몽골학회

세부 프로그램
(2019년 10월 31일(목) ~ 11월 3일(일) 4일간)

일정

내용
•
•
•
•

10월 31일

◆ 1일차

2019년 11월 1일(금)

비고

해외 및 국내 참가자 제주 도착
체크인 (제주 난타호텔, 제주대 게스트하우스)
학술대회 오리엔테이션
환영 만찬

9:30 ~ 18:00

개회 및 기조강연

일정
등록

(인문대학 2호관 1106호)

발표 및 내용

진행

등 록

9:30~10:00
개회사 : 오영주 한국몽골학회 회장

환영사 : 전영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원장
축사 : N. 에르덴토야 주한 몽골대사 대리

개회식

10:00~10:50

축사 : D. 자야바타르 몽골연구재단 사무총장

사회

축사 : 김동전 제주연구원 원장
류병재
기 념 촬 영

11:00~11:30

탐라의 상업적 성격에 대한 일고찰
- 박원길 (칭기스칸연구센터 소장)

기조강연
11:30~12:00

점심

12:00~13:30

쿠빌라이칸과 제주
- 모리스 로사비 (콜롬비아대 교수)
점심식사

(단국대 교수)

* 영어 통역 :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부설
통역번역센터
* 몽골어 통역
: Ch. 오윤게렐
(단국대 교수)

제Ⅰ분과 초원과 해양의 만남 1. 몽골에서 탐라까지

일정
13:30~14:00
14:00~14:30
14:30~15:00

제Ⅰ분과
발표

발표 및 내용

진행

호적중초에 나타난 ‘대원본관’의 실태와 성격
- 김동전 (제주연구원 교수)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 김일우 ((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이사장/소장)

팍스 몽골리카와 고려

좌장

- 에르덴바타르 (중국 내몽고대 교수)

휴 식

15:00~15:30

최동권
(상지대 교수)

몽골 지배 하의 크리미아 반도
15:30~16:00

16:00~16:30
16:30~17:00

- A. G. 유리챙코
(Publishing House “Eurasia”(Sankt-Petersbourg), 편집자)

탐라의 역사 관련 두 가지 주요 쟁점
탐라(제주) 민요와 몽골민족노래의 근원
- 박소현 (영남대 교수)

분과 토론

제 Ⅱ 분과 탐라문화와 문명교류의 길 1 - 술(酒)의 길 (음식)

일정
13:30~14:00

14:00~14:30

* 영어 통역 :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부설
통역번역센터

- 테무르 (남경대 교수)

17:00~17:30

(인문대학 2호관 1108호)

발표 및 내용

진행

한국에서의 몽골: 음식과 음식의 길
- 폴 부엘 (노스조지아대 교수)

고려시대 안동지역 소주 전래의 역사적 배경
- 배영동 (안동대 교수)
좌장

제Ⅱ분과

휴식

14:30~15:00

발표

(인문대학 2호관 1106호)

15:00~15:30

15:30~16:00

16:30~17:30

17:30~18:00

탐라소주의 비사 : 탐라양조기술과 몽골증류기술의 조우
- 오영주 (제주한라대 교수)

조선 시기(1392-1897) 한국 소주의 발전에서 몽골의 영향
- 박현희 (뉴욕시립대 교수)

분과 토론
1일차 행사 정리 및 이후 일정 안내

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 2일차

2019년 11월 2일(토)

10:00 ~ 18:00

일정

발표 및 내용

제 Ⅲ 분과 탐라문화와 문명교류의 길 2 - 말(馬)의 길 (마목장)

10:00~10:30

10:30~11:00

제Ⅲ분과

진행
(인문대학 2호관 1106호)

말 품종의 유전적 발달
- 멜리사 콕스(CAG 동물 유전학센터, 독일 튀빙겐)

탐마(tamma)와 몽골 디아스포라의 창조

좌장

- 티모시 메이 (노스조지아대 교수)

몽골제국 카안울루스에서 말과 일상의 변화·충돌·조정

발표
11:00~11:30

―비싸고 짓밟고 늙고 병들고 잃고―

김갑수
(제주한라대
교수)

- 설배환 (전남대 교수)
11:30~12:00

탐라목장과 말(馬)문화
- 강만익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교수)

제 Ⅳ 분과 탐라문화와 문명교류의 길 3 - 돌(石)의 길 (석인상)

10:00~10:30

제Ⅳ분과

10:30~11:00

발표
11:00~11:30

11:30~12:00

점심

12:00~13:30

(인문대학 2호관 1108호)

몽골석인상, 훈촐로 – 초기 청동기부터 중세까지
- Ts. 터르바트 (몽골과학원, 청동기 및 철기 역사와 고고학 연구소 소장)

동북아시아 석인상의 기원과 제주 돌하르방
- 우실하 (항공대 교수)

미술사적 관점에서 본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 정성권 (단국대 교수)

몽골 유목민의 돌 소재 유적, 유물의 영웅신화적 상징성
- 이선아 (단국대 외래교수)

점심식사

좌장
조병학
(가천대 교수)

제 Ⅴ 분과 탐라문화와 문명교류의 길 4 - 문(文)의 길 (인문-문화유산)
13:30~14:00

14:00~14:30

14:30~15:00

(인문대학 2호관 1106호)

몽골과 한국: 인물 연구적 접근
- 프란체스카 피아스체티 (비엔나대 교수)

고대 투바 신화와 몽골 신화의 유사성: 위사와 몽골비사 사례를 중심으로
- 세첸바트 (중국사회과학원 몽골문학연구센터 주임)

중세 몽골과 한국의 문화 교류와 관련 문헌 자료 고찰
- D. 체렌소드넘 (몽골과학원 원사)

좌장

제Ⅴ분과
15:00~15:20

발표
15:20~15:50

15:50~16:20

16:20~16:50

휴식

박환영
(중앙대
교수)

석주명이 본 제주 속의 몽골문화
- 윤용택 (제주대 교수)

몽골사에서의 탐라의 가치와 성격: 금패를 중심으로
- 양혜숙 (국립울란바타르대 교수)

몽골 전통사회 여성의 생리와 금기
- 김경나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제 Ⅵ 분과 초원과 해양의 만남 2. 몽골 디아스포라 문화의 세계성

13:30~14:00

(인문대학 2호관 1108호)

몽골제국의 무역: 금장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S. 촐몬 (국립울란바타르대 교수)

Parwâna의 음모 : 아나톨리아의 몽골 통치에 대한 Mu‘în al-Dîn
14:00~14:30

Parwâna의 반란의 재구성 (675/1277)
- 마이클 호프 (연세대 교수)

제Ⅵ분과
발표

14:30~15:00

15:00~15:20

15:20~15:50

내몽고 바린부(巴林部) 이주와 몽골-만주 문화교류
- 나친 (중국사회과학원 민족문화연구원 부주임)

휴식
몽골 제국과 "종교적 관용성" - 세계사와의 비교적 분석
- 조원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원무(圓舞), “부리아트 여허르(Buryats yohor)”의 역사와 현재적 위상
15:50~16:20

16:20~16:50

- 순두예바 에카테리나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 분소, 몽골, 불교, 티베트학 연구소 어학분과장)

몽골과 한국의 정신세계와 정체성: 몽골 벤승울게르 사례 분석
- B.멍흐바야르 (내몽고사범대 초빙교수)

좌장
김성수
(서울과기대
교수)

종합토론 : 세계문명교류의 허브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역할

일정

(인문대학 2호관 1106호)

발표 및 내용

진행

<분과별 총평 및 지정 토론>

제Ⅰ분과
좌장 및 총평 : 최동권 (상지대 교수)
제Ⅱ분과
좌장 및 총평 : 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좌장

제Ⅲ분과
종합토론

16:50~17:50

좌장 및 총평 : 김갑수 (제주한라대 교수)
제Ⅳ분과

윤용택
(제주대 교수)

좌장 및 총평 : 조병학 (가천대 교수)
제Ⅴ분과
좌장 및 총평 : 박환영 (중앙대 교수)
제Ⅵ분과
좌장 및 총평 : 김성수 (서울과기대 교수)

◆ 3일차

2019년 11월 3일(일)

9:00 ~ 14:00 (해외학자 대상)

제주 몽골디아스포라 현지 답사 및 현장 토론회
진행 : 강창화 (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제주 관내 몽골 관련 역사문화 유적지 현장 답사
제주의 몽골디아스포라
현지 답사(해외학자 대상)

9:00~12:00

항파두리-새별오름-법화사-강정동 궁궐터-범섬(법환포구)
제주 문화유산의 세계성과 혁신 전략
현장 토론회

13:00~14:00

대학원 세션
제주 법화사터(서귀포시 하원동)

행사 최종 마무리

14:00~

학술대회 해외 참가자 해단식

◆ [특별 분과] (사)제주학회 • 제주연구원• (사)한국몽골학회 연합 세션
2019. 11. 02. (토)

탐라-몽골의 고고학적 유산, 망각을 넘어 공존의 공동기억으로

일정

개회식

10:30~11:00

11:00~11:30

기조강연

11:30~12:00

12:00~13:00

13:00~13:30

13:30~13:40

특별분과

13:40~14:10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셜홀)

진행

개회사 : 정광중 (제주학회 회장)
축 사 :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탐라국 항파두리성의 유목사적 위상
- 주채혁 (IAMS 한국측 집행위원)
옛 수도 카라코롬 도성 고고 연구 개관
- 에르덴바타르 (국립울란바타르대 교수)
점 심
고고자료로 본 원나라 주민의 탐라 이주와 정착
-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휴 식
원(元)과 탐라(耽羅), 법화사(法華寺)의 중창(重創)과 그 위상(位相)
- 강창화 (제주고고학연구소장)

발표
14:10~14:40

14:40~15:10

몽골군의 이동에 따른 고려 삼별초 고고학 유형
- 윤형원 (중앙아시아학회회장)
한국 해저에서 발견되는 중세몽골 관련 문화재에 관하여
- 진호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관)

15:10~15:20

휴 식

15:20~16:10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