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벽제관지 종합정비 학술세미나

고양 벽제관지의
미래를 보다
2017. 10. 13 (금) 14:00~18:00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2층 회의실
주최

주관

초대합니다

학술세미나 일정

고양시와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고양 벽제관지의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고양 벽제관지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통하는 6개
대로 가운데 의주로에 위치했던 대표적인 객관이며,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으나, 이후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사적 제144호로

13:30 ~ 14:00 등

록 등록 및 내빈

14:00 ~ 14:20 개

회

14:20 ~ 14:40 발 표 1

1. 고양 벽제관의 역사적 의미와 외교기능
발표 : 김경록 / 군사편찬위원회
토론 : 이재성 / 서울대학교

지정·보존되고 있는 중요 유적입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고양 벽제관의 역
사적 의의와 복원 고찰을 통해 고양 벽제관의 문화유적 정비와 활용방안을
14:40 ~ 15:00 발 표 2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고양시

장소 :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2층 회의실

15:20 ~ 15:40 발 표 3

청구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9-11(고양동 233-2)

벽제관지

버스 이용시
: 850, 85-1, 85-1(좌석) 하차후 도보 150m

자가 이용시 (20분 소요)
고양 IC ⇢ 고양대로 ⇢ 충장로 ⇢ 호국로 ⇢ 벽제육교 진입 후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도착

15:40 ~ 16:00 발 표 4

고양본동우체국

고양시청·원당역 ⇢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마을버스 : 54, 51 종합복지회관 하차

새마을금고

화성아파트

고양동주민센터

고양초등학교
현대2차아파트

현대1차아파트

삼성아파트

S-OIL주유소
KB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현궁 SK HUB 빌딩 102동 104호 / 전화 02-735-9944

3.	고양 벽제관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
(지역사회 연계를 중심으로)
발표 : 박수진 / 한성대학교
토론 : 강성봉 / 성북문화원

4.	고양 벽제관 육각정의 의미와 활용방안
(환수운동을 중심으로)
발표 : 최선일 / 문화재청
토론 : 홍은미 / 옥천사 성보박물관

16:00 ~ 16:20 장내정리 및 휴식
16:20 ~ 17:50 종합토론 좌장 : 이재범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우방유쉘아파트

※ 교통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 이상명 / 국립문화재연구소
토론 : 도윤수 / 인하대학교

15:00 ~ 15:20 브레이크 타임

성요셉성당

오시는길

2. 고양 벽제관의 구조와 건축학적 특징

17:50 ~ 18:00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