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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국사들의 대화의 가능성 원탁회의  

「몽고내습과 13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  

인포메이션 종합(회의 안내)  

이 안내서 (회의 안내)는 제 2차 국사들의 대화의 가능성 원탁회의의 스케줄, 발표, 숙박, 음식, 공항에서의 

교통편과 시찰(답사)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부탁의 말씀― 7월 20일(목)까지 아래의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발송처: kokushi@aisf.or.jp   

1. 성명 (가타카나*)와 생년월일(국내여행보험 가입을 위해) *가타카나 표기를 모르는 분은 영문표기.  

2. 고쿠라역(小倉駅) 도착예정 일시와 출발예정 일시  

3 A. 비행기를 이용하는 분은 E 티켓과 영수증 복사본 (사진)을 이메일 첨부로 보내 주십시오.  

3 B.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는 분은 자택에서 제일 가까운 신간선 역명을 알려 주십시오.  

  (국내여비 1만엔 외에 제일 가까운 신간선역 ↔ 고쿠라역 왕복교통비를 지불합니다)  

4. 일본에 은행구좌가 있는 분은 구좌 정보 (교통비 등을 사전에 불입합니다)  

  (일본에 은행구좌가 없는 분은 대회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5. 음식 제한 사항 (알레르기등)  

6. 긴급연락처 (휴대폰번호, 휴대폰 메일주소 등)  

７． 그외, 주최측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   

 본회의는 「국사들의 대화의 가능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8월 7일(월)16:00 개회부터 10일(목) 오전까지 

모든 식사와 호텔을 주최측이 준비합니다. 가능한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식사와 숙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인 7월 20일까지 반드시 연락해 주십시오.  

 

【일정】  

8월 7일 (월): 16:00개회, 기조강연 (기타큐슈 국제회의장),저녁 식사회  

8월 8일 (화) :(종일)논문발표 (기타큐슈 국제회의장 )，저녁 식사회  

8월 9일 (수) :(오전)전체 토론, (오후)견학회 (저녁 식사회를 포함)  

8월 10일(목) : 조식후 해산  

                           ※ 상세 사항은 다음 페이지 이후를 참조해 주십시오.  

 

 

【회의장】  

기타큐슈 국제회의장 2층 국제회의실 

http://convention-a.jp/kokusai-kaigi/ 

 

 

【숙박】  

JR 규슈호텔 고쿠라  

http://www.jrk-hotels.co.jp/Kokura/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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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에 대해 

 발표는 1인 20분입니다.  

 동시통역 준비를 위해 논문 이외의 발표원고를 준비하는 분과 파워포인트 등의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분은 사용데이터를 8 월 4 일(금)까지 아츠미재단 사무국 메일주소로 (aisf-office@aisf.or.jp) 보내 

주십시오. 이날 이후의 자료 대체는 당일을 포함해 신청받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발표에 사용하는 기재는 Windows 컴퓨터로 파워포인트와 아크로뱃 PDF 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소프트웨어 (동영상 소프트등)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상의해 주십시오.  

 발표장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회의용으로 사용 가능한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프린트해 배포하고 싶은 분은 미리 참가자용 

60부를 인쇄 지참해 주십시오.  

 

☆ 약정질문에 대하여  

 발표자 전원이 한개 논문의 질문을 담당해 주십시오.  

 질문은 2분 이내로 반드시 담당하는 논문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주십시오.  

 자신의 담당은 다음 페이지의 8월 8일 스케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담당 논문은 밑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의 자료와 인쇄물에 대해  

・본 회의에 관한 자료와 논문의 최신판 (한중일 3개국 대응)은 밑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aisf.or.jp/sgra/research/kokushi/2017/8049/ 
・ 참가자 전원에게 3개 국어로 정리한 예고집을 참가 접수시에 드립니다.  

・ 보고서는 회의 종료후에 「SGRA 리포트」로 정리해 3개국어로 발행합니다. 논문은 8월 31일까지 수정해 

최종본을 보내 주십니다. 전체토론은 녹취 테이프를 기록 정리한 후 발표자에게 교정을 부탁합니다. 발행은 

6개월에서 1년 후가 됩니다.  

 

■ 회의 스케줄 <자료 1스케줄표 참조 >  

 

8월 7일 (월) 도착, 개회, 기조강연, 저녁 식사회  

 

（１） 기타큐슈시 (고쿠라역)까지의 교통편  

【후쿠오카공항에서】  

 고속버스  

 고쿠라까지 갈아타지 않고 도착.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40분.  

 One way \1230, Round-trip or “Pair Ticket” \2210.  

성인 편도 1230엔, 왕복·페어 승차권은 2210엔  

 국제터미널앞 버스정류소4에서 승차.  

 지하철과 JR 재래선 또는 신간선  

 ・국제선으로 도착한 경우 무료 연락버스로 국내선 터미널까지 이동. 소요시간은 약 15분.  

 ・지하철로 하카타역까지 가서 JR로 갈아타고 고쿠라역까지   

 ・소요시간은 지하철과 JR 재래선 이용 약 80분, 지하철과 신간선 이용 약 30분 입니다.  

 ・편도 지하철 260 엔, JR 1290엔, 신칸센(자유석)2110엔.  

【기타큐슈공항에서】  

 공항버스로 고쿠라역까지. 소요시간 약 40분.편도 62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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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JR 규슈호텔 고쿠라  

고쿠라역 히가시구치(동구)에서 도보 1분. 체크인이 15:00이기 때문에 회의장으로 향하기 전에 체크인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외에 비행기편 사정상 사전 숙박이 필요한 분은 상의해 주십시오  

http://www.jrk-hotels.co.jp/Kokura/index.php 

（３） 기타큐슈 국제회의장  

고쿠라역 히가시구치(동구)에서 도보 5분. 2층의 국제회의실에  16:00까지 모여 주십시오.  

http://convention-a.jp/kokusai-kaigi/ 

 

（４） 16:00기타큐슈 국제회의장 국제회의실 집합  

16:00 개회 세션 [사회: 이은민 (오비린대학 )]  

개회 인사  이마니시 준코 (아츠미국제교류재단)  

취지 설명  미타니 히로시(아토미학원 여자대학 )  

기조 강연  갈조광 (복단대학)  

자기 소개  참가자 전원  

 

（５） 19시 저녁식사회 (장소: 리가로얄호텔 )  

 

8월 8일 (화)  

논문발표＠기타큐슈 국제회의장 

 

09:00  제 1세션 [좌장: 팽호 (오사카시립대학)，무라 가즈아키 (미쓰이문고 )]  

 발표자  제목  질문자  

1  욧카이치 야스히로(쇼와 

여자대학)  

몽골·임팩트의 일환으로써의 「몽골내습」  조원 

2  조극도(내몽고대학)  쿠빌라이가 일본에 보낸 명령문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비교 연구 

에르데니바트르  

3  하시모토 유(홋카이도대학)  몽고습래회사를 해독한다  이명미  

 

10:40 휴식  

 

11:00  제 2세션 [좌장: 서정파 (복단대학 )，나히야(내몽고대학 )]  

4  에르데니바트르(내몽고대학)  고대 몽골인의 이름을 통해 고찰한 몽골과 그 밖의 

국가, 민족 간의 관계 

욧카이치  

5  무카이 마사키 (도시샤 대학)  몽골제국과 화약무기 조극도  

6  손위국 (남개대학)  조선 작성된 고려 사서에 나타난원나라 일본원정’에 

대한 역사 서술 

김보광 

 

12:40 중식  

14:00  제 3세션 [좌장: 한승훈(고려대학교), 김경태(고려대학교)]  

7  김보광 (가천대학)  일본원정을 둘러싼 고려 충렬왕의 정치적 의도  체렝도르지  

8  이명미 (서울대학교)  대몽전쟁-강화의 과정과 고려의 정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손위국 

9  체렝도르지(몽골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북원과 고려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우왕시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장가 

15:4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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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월）출발 

16:00  제 4세션 [좌장: 김범수(동경학예대학 )， 이은민 (오비린대학 )]  

10  조원(한양대학교)  14세기 몽골제국 음식문화의 고려 유입과 변화  하시모토  

11  장가(복단대학)  심찬호모深簷胡帽’: 한 가지 여진 모자 양식의 

몽·원 그리고 이의 이후시대의 흥망사 

무카이 마사키  

 질의 응답    

 

18:00 저녁식사 (간잔소[観山荘] 별관 )  

 

8월 9일 (수)  

전체토론 @ 기타큐슈 국제회의장, 견학회  

 

9:00 전체토론 세션 [사회 /정리: 유걸(와세다대학 )]  

논점 정리  조광(한국 국사편찬위원회 )  

전체 토론   

총괄  미타니 히로시(아토미학원 여자대학 )  

 

오후 견학회  

12:30 회의장 출발 (차안에서 도시락 )  

         원구기념관(元寇記念館) 

         이키노 마쓰바라 원구방루 유적(生の松原元寇防塁跡) 

        다자이후(太宰府) 

사라쿠라산(皿倉山) 정상에서 바베큐와 야경 

20:40  고쿠라역 도착   

 

 

 

 

 Check out of your hotel and have a safe trip back home.   

호텔 체크아웃 후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  ＊  ＊  ＊  ＊ 

 

■ 연락사항  

 식사  

 조식은 호텔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 체크인시에 조식권을 드립니다.  

 식사 때에는 반드시 명찰 (ID)을 착용해 주십시오.  

 혹시 식사와 건강에 관한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AFC 스태프에게 사전에 전해 주십시오.  

 

 편리한 정보  

 복장은 쿨비즈로 넥타이와 은 양복 상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텔에서는 Wi-Fi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큐슈 국제회의장의 퍼블릭 스페이스에서는 무료 Wi-F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압은 100 V입니다. 콘센트 형태는 오른쪽 그림을 참조.     

 8월 날씨는 상당히 덥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긴급시의 병원 치료비는 선불이기 때문에 예비의 여유비용 지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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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  

체재중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99 %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비교적 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당황해서 밖으로 뛰어 나가지 마십시오.  

 낙하물로부터 신체를 방어해 주십시오.  

 비상방송과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냉정히 행동해 주십시오.  

 피난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는 모든 층의 보턴을 눌러 정지한 층에서 내려 주십시오.  

 사전에 피난 경로를 확인해 두십시오.  

 

 긴급시 연락처  

8월 7일∼10일 사이의 긴급연락처: 전화 또는 휴대폰 메세지 090 - 3963 - 1855. Email은 

kokushi@aisf.or.jp 입니다.  

 

 

 (공재)아츠미국제교류재단 사무국  

Email: aisf-office@aisf.or.jp 

Tel: +81-3-3943-7612 

Fax: +81-3-3943-1512 



2017년8월7일(월) 2017년8월8일(화) 2017년8월9일(수) 2017년8월10일(목)

프레 세션 세션 전체토론 해산

9:00
　발표자：욧카이치 야스히로 （질문자：조원） 　사회진행/정리 유걸

　발표자：조극도 （질문자：에르데니바트르） 논점정리 조광

10:00 　발표자：하시모토 유 （질문자：이명미）

11:00
　발표자：에르데니바트르 （질문자：욧카이치 야스히로

　발표자：무카이 마사키 （질문자：조극도） 　총괄 미타니 히로시

12:00 　발표자：손위국 （질문자：김보광）

13:00

14:00
　발표자：김보광 （질문자：체렝도르지）

　발표자：이명미 （질문자：손위국）

15:00 　발표자：체렝도르지 （질문자：장가）

16:00
인사/취지설명 미타니 히로시 　발표자：조원 （질문자：하시모토 유）

　발표자：장가 （질문자：무카이 마사키）

17:00

18:00

19:00

↓

↓

석식＠간잔소 별관

다자이후

↓

사라쿠라산 정상(경식）과 야경

20：40　고쿠라역 도착　

【개회】16:00~19:00（사회：이은민） 이키노 마쓰바라 원구 방루 유적【４】16:00~18:00（좌장：김범수,이은민）

휴식※참가자는 16:00에 국제회의장에 집합

※오렌지색은 동시통역 진행 세션

↓

↓
기조강연 갈조광(葛兆光)

↓

↓

질의 응답

참가자 자기소개

석식＠리가로얄호텔

원구 기념관

↓

12:30　회의장 출발（버스내 도시락）중식＠국제회의장 레스토랑

휴식

【견학회】

check in time 15:00

숙박：JR규슈호텔 고쿠라

http://www.jrk-hotels.co.jp/Kokura/index.php

【１】9:00~10:40（좌장：무라 가즈아키,팽호）

【２】11:00~12:40 （좌장：서정파,나히야）

【３】14:00~15:40（좌장：한승훈,김경태）

↓

10:00~12:00
실행위원회＠국제회의장

★실행위원만 참가

조식 후 체크아웃
check out time 10:00

전체토론

【전체토론】

http://www.jrk-hotels.co.jp/Kokura/index.php
http://www.jrk-hotels.co.jp/Kokura/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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