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3회 초청특강 <기억, 미래로 향하는 통로>
각 전공 분야의 관점에서 ‘기억’에 대해 다룸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주제에 관해 사고하는
힘을 기르고,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를 어떻게 기억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분

시간

프로그램

10:00 ~ 10:10

개 회 식

10:10 ~ 11:00

오전

장소

1교시 (장동선 뇌과학박사)

“어떠한 시간이 뇌 안에 기억으로 남는가”

11:00 ~ 11:20

휴

식

2교시 (신혜란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11:20 ~ 12:10
12:10 ~ 13:20
13:20 ~ 14:10

오후

14:10 ~ 14:30
14:30 ~ 15:20
15:20 ~ 15:30

“기억이 만들어낸 공간,
공간을 통해 살아있는 기억”
휴

식 (점심)

3교시 (김찬용 전시해설가)

“현대미술이 기억을 표현하는 방법”
휴

식

4교시 (구범진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호란의 기억: 삼전도비 이야기”
설문조사

*4교시 “호란의 기억: 삼전도비 이야기”는 사전 과제를 수행해야 참여 가능합니다.

온라인

 초청연사

구분

연사

자연
과학

주제


궁금한 뇌 연구소 대표



전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뇌과학 박사 및 연구원



독일 과학교육부 주관 과학 경연 대회 '사이언스 슬램' 우승
(2014)

장동선 뇌과학박사



출연: 세바시, 알쓸신잡2, 어쩌다 어른 등



저서: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 <뇌는 춤추고 싶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도시계획학 박사

사회
과학



전 런던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전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전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장



저서: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다>(2016), <The Cultural
Politics of Urban Development in South Korea: Art,
Memory and Urban Boosterism in Gwangju> (2020) 등

신혜란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테이트모던, 퐁피두센터,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국내
외 주요미술관 전시 현장 도슨트

예술



국회방송 <우리동네 미술관> 메인MC, 미술 유튜브 <아싸티
븨> 채널 운영



저서: <김찬용의 아트내비게이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제 45회 월봉저작상 수상



한국고등교육재단 한학연수장학생 12기, 동양학연구장학생 5기



저서: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등

김찬용 전시해설가

인문

구범진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4교시 “호란의 기억: 삼전도비 이야기” 사전 과제 (가, 나 중 택 1)
가.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삼전도비 이야기 써 보기 (A4 1장 이내)
①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sillok.history.go.kr)에서 “삼전도”를
검색어로 입력 → 인조(21) 클릭
② 인조실록의 인조 15년 6월 26일 기사부터 인조 17년 12월 5일까지의 기사까지
읽고, 그것을 근거로 삼전도비의 수립 과정에 대한 나름의 이야기를 써 보기
* 다른 자료는 보지 않기
나. 삼전도비에 적힌 비문을 읽고 감상문 쓰기 (A4 1장 이내)
① 위의 웹사이트에서 “삼전도 비문”을 검색어로 입력 →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
2월 8일 임인 2번째 기사 클릭
② 삼전도비의 비문 전문을 읽고 감상문 쓰기
* 완성된 과제는 학교와 이름을 기재해 이메일(dreamlecture@kfas.or.kr)로 발송해 주십시오.
* 실시간 유튜브 시청자도 과제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