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sun KIM ㅣ Dona-A university
‧ Education: Master degree at the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2000). Ph.D.
degree at the graduate school of Kyushu University (2009). ‧ Career: Assistant
Professor at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Dong-A University (2015~present).
Research fellow of Cultural Heritage, City of Busan (2016~ present). Researcher at
Seok-dang Academy, Dong-A University (2012~ present). Member of the editing
committee,

Association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2016~

present)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rt in Busan - Focusing on the Image of "Ocean and
Women" The "ocean" has been a part of life and a major theme of art in Busan. Many artists
have created paintings of the Korean War set against the ocean in Busan, including
Jeon Hyuck Lim(전혁림) and Lim Ho(임호) who painted in Busan during the modern
era. These paintings often feature women with vitalit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ocean. This presentation seeks to identify the regional features of art in Busan,
focusing on the images of women set in Busan made during the modern era. The
"ocean and women"is a universal theme based on motherhood and is also connected
with the regional art scene in Busan.
부산 미술의 지역성 모색 - ‘바다와 여성’ 이미지를 중심으로부산의 미술에서 ‘바다’는 삶의 일부이자 주요한 주제였다. 근현대기 부산을 중심으로 활약
한 전혁림, 임호를 비롯해 한국전쟁기, 피난처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다수의 화가들이 붓
을 들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종종 바다를 터전으로 강한 생명력을 이어갔던 여성들이 등장
한다. 본 발표는 근대 이후 부산을 배경으로 제작된 이러한 여성상을 중심으로, 부산 미술
의 지역적 특색을 모색하고자 한다. ‘바다와 여성’은 母胎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주제인 동
시에 지역화단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Youn-yeong LEE ㅣ Indigo Seowon
General manger of Indigo Book Company (인디고 서원) which is located in Busan,
South Korea. Opened on 28 August 2004, it is a humanities bookstore for young
people which also hosts public events, educational movements, and social activities;
it is a combination of nonprofit book publisher, magazine (Humanities Magazine for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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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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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munity

center. Indigo represents a vibrant progressive and humanistic counterweight with its
idealism and engagement to the world.
Humanism and Responsibility of Youth
Busan is a city with the beautiful sea coast. It opens up opportunities for shaping the
new world that capture the zeitgeist. Young people are the ones who examine how
we are to live in a world of injustice and pain and what is the nature of our
responsibilities. Life asks us to respond to everyday emergencies along with the
broader tragedies of our time. Do we have the courage to face the realities of our
time, and allow ourselves to feel deeply enough that it transforms us and our future?
To be hopeful in bad times is not just foolishly romantic. It is rooted in the fact that
human history is a history not only of cruelty but also of compassion, sacrifice,
courage, kindness. The impossible will take a little while, but I will go forth to try
anyway. In exploring those questions, we hope to find the companions in our journey
for peace and justice.
휴머니즘과 청년의 책임
부산은 세계를 흐르는 바다의 출발지이자 종점이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시대정
신과 비전을 그리는 것이 청년의 역할이다. 인문학의 소명은 변화하는 시대의 고통에 응답
하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인간 본성의 선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있다. 그리고 청년
이란 인류 역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헌신하는 존재
다. 그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고 인간이
가진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직시해야 하는 세계의 진실은 무
엇인가? 그 진실에 눈감지 않고 깊이 공감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용기는 어떻게 이끌
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정의와 희망의 동반자들과 함께 인간의 가능성을 찾아 나
서고자 한다.

Hyungchan Kim ㅣ Kim Hyung-chan Popular music laboratory
My major study is history of korean popular music 1960's～1980's. For that I collect
bibliographic data, especially imiage data like picture, video. I will Innovate korean
popular music press with thick data and various imiage data
Busan's popular song and human spirit
Popular music is the landscape of the times. The popular song, characterized by
modern, commercial, and popular enjoyment, is a genre that is sensitive to changes
in the world. After the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popular song is developed
centering on Busan, which is the center of Korean modern history. With the gathering
of returning compatriots and refugees, Busan's popular song, which contains the
affluence of ordinary people together with the times, constitutes the beginning of the
Korean song. Busan's popular song is centered on the sea and railroad. Therefore,
the subjects are mostly tears, parting, leaving, longing, waiting.
Various human factors are arranged psychologically and culturally in various places
and subjects in Busan's popular songs. Let's look at the openness, inclusion and
dynamics of Busan with its history.
부산의 대중가요와 인문정신
대중가요는 시대의 풍경화이다. 근대, 상업성, 서민대중의 향유가 특징인 대중가요는 세상의
변화에 민감한 장르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부
산을 중심으로 대중가요가 발전하게 된다. 귀환동포, 피난민들이 모여들면서 시대상과 함께
서민의 애환을 담은 부산의 대중가요는 한국가요사 초기를 구성한다. 부산의 대중가요는 바
다와 철도가 중심적이다. 때문에 주제들도 대체로 눈물, 이별, 떠남, 그리움, 기다림 등이다.
부산의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다양한 장소들과 주제 속에 다양한 인문적 요소들이 심리적 문
화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부산의 역사와 함께 담겨있는, 열림과 포용과 역동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