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학술원 뉴스레터
2019년 1호 (2018.11~2019.2)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유교정신(儒敎情神)을 건학이념(建學理念)으로 하는 

성균관대학교는 1958년 대동문화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오랫동안 동아시아학 

진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본교의 오랜 염원에 힘입어 

2000년 3월 1일 창설된 동아시아학술원은 이제 국제 동아시아학 학계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기존의 분과별 학문 

체계를 묵수(墨守)하지 않고, 통합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를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학술대회 • 연구포럼 • 특별간담회 • 집중강좌 

초청특강 • 연속 세미나 • 워크샵

동아시아학과 •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IUC(Inter-University Center) • HK+지역인문학센터

한국학연계전공 •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출판 • HK+연구성과 • 동아시아학 REVIEW

기관 • 연구진 • 매체 보도• 주요 활동 계획

활 동

교 육

연 구

소 식



HK+연구소에서는 저명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최신 성과를 소개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기획 강좌를 마련했다. ‘동아시아 포럼’으로 명명된 본 프로그램은 ‘소통’

·‘연대’·‘비교’등을 키워드로 하여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차례가 

진행되었다. 

활 동

초청특강 인문한국(HK+)연구소 동아시아 포럼

연속 세미나 HK+연구소 Research Cluster

구분 발표자 소속 내용

R/C명(책임자) 내용 일자

19세기 동아시아
(배항섭)

동아시아
서신 및 사문서

연구의 사회문화사
연구(하영휘)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정승진)

18.11.09

18.12.21

19.01.08 

19.02.08

18.11.12

18.12.04

18.11.10

18.12.08

18.12.28

일자 장소

1 김한웅 하버드대 18.11.02

2 손철 인민대 18.11.29
600주년
기념관
504호

3 백광렬 서울대 18.12.20

4 류충희 후쿠오카대 19.01.10

티베트에서 청제국으로
: 티베트 학승 쑴 바켄포의 전기와 학문으로 본 
18세기 티베트와 청제국 교류 

청조 황제의 변경관(淸朝皇帝的边界观)

조선후기 양반지배네트워크의 성격과 구조 변동
: 상층 양반의 친족연결망(kinshipnetwork)을 중심으로

송양섭(고려대) 발표 : 18~19세기 東萊府 東下面의 ‘面中’과 雜役運營
이경구(한림대) 발표 : 『조선, 철학의 왕국 : 호락논쟁(湖洛論爭) 이야기』

조성산(성균관대) :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徐敬德 인식과 祭祀論議
노관범(서울대) : 개화와 수구는 언제 일어났는가?(2)

조선 지식인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근대를 생각한다
 윤치호를 중심으로

조병덕의 家書(2)

편지가 폭주한 서울

기획위원 모임, 2019년 3월 15일 예정 학술대회 준비사항 점검

2019년 3월 15일 예정 학술대회 예비 발표

철원 현지답사 : 남북 분단과 긴장의 현주소로서 강원도 철원군(김화군 포함) 
을 주목, 새로운 지역 사례를 발굴하는 데 의의, “분단의 장소성”에 주목

한국회화사연구,
명화(名畫)의
발견(고연희)

18.12.08名畫의 발견에 대한 서구이론과 한국연구사 - 대주제논의

19.02.21한국회화사에서 名畫가 정리되는 과정 고찰 –개인주제 결정



HK+연구소는 사업 1단계 2차년도 사업계획 및 집중적인 연구소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동계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우선 핵심연구 영역인 <사회적 관계성>, <난(亂)과 민주주의>, 

<열린 지식과 표상>의 차례로 각 연구진의 발제가 있었고, 이어서 연구소의 새로운 의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31일(목)

장소 : 강원도 강촌 엘리시안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워크샵 HK+연구소 동계 워크샵

연속 세미나 대동문화연구원 연행록팀 연구자 콜로키움

구분 책임자 일자 내용 장소

제62차 2018.11.14

제63차 이희목 2018.12.20

대동문화연구원 회의실

600주년기념관 402호
제64차 2019.02.21

姜浩溥의 桑蓬錄 번역

정전(正典)과
동아시아

지식문화의
근대(손성준)

근대 동아시아
‘고전(古典)’들의
재인식(박은영)

18.11.20

18.12.20

19.02.15

18.12.10

18.12.17

19.01.07

전원발제 : 새로운 근대문학사 서술을 위한 참고 모델 중 A New Literary 
History of Modern China(Edited by David Der-wei Wang)의 구성과 
체재에 대해 검토/토론

조재룡(고려대), 김준현(고려대) 발표 : 두 번째 참고모델인 A New History 
of French Literature(Denis Hollier, Cambridge, Mass,-Harvard Univer-
sity Press, 1989)에 대해 검토/토론

조재룡(고려대) 발표 : 하나의 핵심 매체가 가져온 문학사의 수많은 변화 
들을 설득력 있게 서술한 모델인  「1960 『텔 켈Tel Quel』 창간호가 발간 
되다(수잔 로빈 슐레이만)」을 다

팀 연구계획 발표 

박삼헌(건국대) 발표 :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 지방관회의·태정관
·천황』의 저자 초청 강연과 질의응답

김영욱(서울대) 발표: 루소와 초민의 번역어에 대한 발표

일본의 근대초기 맹자의 재해석 및 변용에 관한 논의

18.12.08

19.02.01

전원 발제: Helena Rosenblatt, The Lost History of Liberalism -From 
Ancient Rome to the Twenty-First Century(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번역 발표(1-4장)



HK+연구소는 고창동학농민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을 기념 학술 

대회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창의 동학 

농민혁명과 고창 출신의 전봉준 장군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향후 동학 

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 2018년 11월 8일(목), 11:00~17: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주관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후원 : 고창군

국내학술대회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사업 중 한중정책연구시리즈의 일환으로서, 제2차 

한중정책연구시리즈 학술회의 <새로운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 및 북한의 개방과 남·북·중 간의 협력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3월 중 단행본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일시 : 2018년 11월 8일(목), 13:00~18:00

장소 : 주중한국문화원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국내학술대회 새로운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HK+연구소는 한국여성문학학회와 학술대회 <1980년대, 박완서 소설과 사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페미니즘 및 냉전해체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무르익은 박완서의 

1980년대 이후 문학 작품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일시 : 2018년 11월 10일(토), 13:00~18: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313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한국여성문학학회

국내학술대회 1980년대, 박완서 소설과 사회

유교문화연구소 한국유경편찬센터(소장 김성기)는 성균관대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한국유교학회(회장 이철승) 등과 공동으로 제3회 세계유교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세계 

문명의 전환과 유학의 역할>을 주제로 7개국 80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휴먼 시대로의 진입을 비롯한 세계문명의 전환의 시기, 유학의 

현대적·미래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유학의 역할을 공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24일(토)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주최 : 한국유교학회, 성균관대 유학대학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유교문화연구소 한국유경편찬센터·세계유교(공교)연합회/홍콩공교학원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연구재단·조선대학교 우리철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세계 문명의 전환과 유학의 역할



성균중국연구소는 현대중국학회와 공동으로 2016년부터 진행해 온 2019년 중국정세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치 분야에서 시진핑 2기 집권체제의 출범과 도전 요인을 비롯하여 

외교, 경제, 사회 분야의 향후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1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 14:3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0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현대중국학회

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중우호협회 

공동세미나 2018년 중국 정세 평가와 2019년 전망

대동문화연구원은 정조와 주고받은 서신을 비롯한 심환지의 많은 관련 자료와 유물이 

경기도박물관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을 기념하여 심환지의 정치와 학문 세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특별전 <푸른 산속 의리주인, 심환지>와 함께 마련되었다.

국내학술대회 심환지의 정치와 학문 세계

일시 : 2018년 11월 30일(금), 10:30~17:30

장소 :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강당

주최 : 경기도박물관·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유교문화연구소, 동양철학·문화연구소, 동양철학과 BK21+사업단은 <한국의 근현대 유학을 

연구하다>라는 주제로 동계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회의에서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여러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황도에 순화 융합된 유교로서의 황도유학 담론과 조선의 

황도 유학의 전개 과정 및 이론적 토대’ 등에 대해 조망하였다. 

일시 : 2019년 1월 9일(수), 13:30~17: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동양철학·문화연구소, 동양철학과 BK21+사업단  

주관 :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국내학술대회 한국의 근현대 유학을 연구하다

성균중국연구소는 2018년 12월 14일 <중국 개혁개방 4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연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상하이 푸동 개발을 진두지휘한 자오치정(趙啓正) 전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과 ‘중국학파’를 주도하고 있는 장웨이웨이 푸단대학 중국 

연구원 원장, 닝푸쿠이 전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여한 본 회의는 200여 명의 청중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제학술대회 중국 개혁개방 40년 평가와 전망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09:20~18: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중국공공외교협회

후원 : 서울특별시·한중우호협회·중앙일보 중국연구소·성균관대학교 



201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갈등과 경쟁,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를 만들어나가는데 중요한 과제이자 도전 요인이다. 성균중국 

연구소는 산동대학 중한관계연구센터 관계자들과 도전 요인을 기회요인으로 바꾸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일시 : 2019년 1월 11일(금), 14:1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0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산동대학 중한관계연구센터 

연구포럼 미래지향적 한중관계의 발전방안 모색

대동문화연구원은 <연행록을 읽는 몇 가지 시선>이라는 주제로 중국 남경대학교와 제1회 

연행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한국과 중국 연행록 연구자들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도모해왔다. 제3회를 맞이한 본 연행록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중국, 베트남 교류 실체를 

탐구하여 <동아시아 사행기록의 면모와 특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사행기록의 면모와 특징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 18일(금)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문과대학 코어사업단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의 정례 합동 

심포지엄이 올해에는 <아시아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2천년의 

시간과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공간을 넘나들며 여성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감하였고, 이 문제의 깊은 울림과 정치적 민감성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일시 : 2019년 1월 22일(화), 10: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113 

주최 :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주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 참가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아시아의 여성

HK+연구소는 전근대 동아시아 지역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각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서신을 비롯한 각종 사문서를 통해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와 관계 맺는 방식 및 그 특징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이해하고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국내외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 

추구의 일환으로 중국 및 일본의 관련 연구 전문가를 초빙, 본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일시 : 2019년 1월 25일(금), 10:30~18:15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주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사문서 연구

강연 : Francesco Campagnola(Ghent University)

일시 : 2019년 1월 28일(월), 16: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208

주최 : 문과대/동아시아학술원 CAMPUS Asia 사업단·비교문화연구소·국어국문학과

주관 : 문과대/동아시아학술원 CAMPUS Asia 사업단

초청특강 근세 유럽 문예공화국에서의 일본의 역할



성균중국연구소는 2019년 1월 28일 중국의 AI와 미래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미중 간 무역갈등이 과학기술분야의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진행된 본 세미나에는 미중경쟁의 차원에서 바라본 중국의 기술혁신과, 

중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AI 및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일시 : 2019년 1월 28일(월), 14:00~16: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0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재단법인 여시재

국내학술대회 중국의 AI와 미래 변화

성균중국연구소는 2019년 1월 28일 성균차이나브리프 50호 발간기념 세미나를 진행했다. 

2012년 11월 성균중국연구소의 전신인 동아시아지역연구소에서 발간하던 대표 간행물인 『성균 

차이나브리프』 50호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내 중국 연구의 흐름을 

짚어보는 한편, 한국 내 중국연구가 극복해야 할 문제 등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일시 : 2019년 1월 28일(월), 16:3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0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세미나 성균차이나브리프 50호 발간기념 세미나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 내 대표적 한반도 연구자인 중국 랴오닝대학의 장둥밍 교수를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시점에 열린 이번 긴급초청 

간담회에서는 북미회담의 전망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시각 및 역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시 : 2019년 2월 13일(수), 15:00~17: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10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초청특강 2019 한반도 정세전망



성균중국연구소는 2017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일본 와세다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와 

함께 2019년 2월 20일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일본의 중국 

연구의 동향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현 시기 시진핑 시대의 중국에 관한 양국 학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10:00~16: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김영수기념홀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와세다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시진핑 시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균중국연구소는 미국의 중국전문가인 아메리카대학 아시아연구소의 자오취안성(Zhao 

QuanSheng) 소장을 청하여 명사초청특강을 진행하였다.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개최된 본 

행사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15:30~17: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재단법인 여시재

발표자 : 자오취안성(赵 全胜) 아메리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초청특강 미중관계로 본 북핵문제

대동문화연구원 호적전산화 사업팀은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를 초빙하여 연속 특강을 개설 

하고 관련 연구 분야를 진작하고자 하였다. 본 연속특강은 한국사 연구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석학 미야지마 교수의 주요 연구 테마들을 대중적으로 소개함 

으로써 동아시아학의 사회적 인지도 확산 및 보급에 기여하였다. 

국제학술대회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의 <동아시아 소농사회론 재고>

순서 일자 내용

제1강 2018.09.21 조선토지조사사업

제2강 2018.10.26 동아시아 토지조사의 연쇄(連鎖)

제3강 2018.11.30 前史 : 소농사회의 확립과 국가의 토지·인간 파악

제4강 2018.01.04 위기의 시대와 새로운 방향Ⅰ

제5강 2019.02.01 위기의 시대와 새로운 방향Ⅱ

제6강 2019.02.22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연 구

1. 출판

『중국은 문명형 국가다』, 

장웨이웨이 지음, 성균중국연구소 옮김, 지식공작소, 2018. 12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중국문명」과  「중국의 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중국문명론을 공론의 장에 올리다.  

  중국의 역사적 경험은 서양과 다르다. 다양한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는 대전

환의 시대,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중국은 문명형 국가로서 자신 들이 

축적한 확신을 세계를 향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명형 국가에 대한 논리적 진술을 담은 본 책은 중국의 

이해에 전면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신간

『중국 솔루션 : 중국 개혁개방 40년을 보는 한국한계의 시각』,

성균중국연구소 기획, 이희옥·양철 책임편집,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8. 12 

  개혁개방 40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한국 학계의 시각, 중국 이회의 

국가에서 최초로 발간된 개혁개방 40년 평가서.

한국의 중국연구자들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한국적 시각에서 각 

분야의 개혁개방을 평가하고 그 함의를 발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산업, 사회적으로 중요한 16개의 주제를 심도 있게 

파헤친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 

『이건창전집』(영인총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11. 

  조선 말기의 저명한 관료이자 문인인 영재(寧齋) 이건창(李建昌)의 많은 

자료를 망라하여 『李建昌全集』을 편집하여 영인·출간하였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자료를 폭넓게 조사하고 그중에서 신뢰할 만한 문헌을 선택하여 

엮었다. 수록한 모든 문헌은 지금까지 출간된 적이 거의 없었고, 그동안 

연구자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새롭고 소중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2. HK+ 연구성과(2018. 11~2019. 2)

「전근대 동아시아의 무역과 화폐 - 12~13세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10(2018. 12)

고은미 교수

「소설 개념과 허구성 - 동아시아의 소설 개념 다시 생각하기」, 『일본문화연구』, 69(2019. 1) 
「법률과 사실, 그리고 서사 - 법문학비평의 관점에서 본 전근대 동아시아의 범죄소설」, 
『중국문학』 98(2019. 2) 
「법정에 선 여성들 - 법률 아카이브와 동아시아 여성사 연구」, <아시아의 여성>, 동아시아 
학술원 등 3개 연구소 합동심포지엄, 2019. 1. 22/성균관대학교 국제관

박소현 교수

「居延漢簡에 보이는 前漢時期 河西邊境의 情況」. 『중국사연구』, 117(2018. 12) 
『嶽麓書院藏秦簡(陸)』 판독회, 중국 호남대학 악록서원 주최, 2019. 1. 4~11/중국 
호남대학
「漢代時期東亞知識的傳播 -以『論語』爲中心」, 홍콩 중문대학 역사계 및 중국역사연구 
중심 주최 초청강연, 2019. 1. 20~23/홍콩 중문대학 역사계 및 중국역사연구중심

김경호 교수

「19세기 금강산도의 일면 - 개인소장 ‘금강산도 10폭병풍’ 고찰」, 『온지논총』 58(2019. 1)
고연희 교수

한기형 HK+단장
「아리랑과 저항정신」, <독립정신, 아리랑에 깃들다>, 제1회 아리랑국제학술대회, 아리랑 
박물관 주관, 2019. 2. 28/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파크로쉬 

『고전학의 새로운 모색』(대동문화연구총서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12.

고전학을 새롭게 모색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는 논문 1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논문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부터 특수하고 구체적인 분야까지 한국 

고전학의 여러 측면을 고루 다루면서 글쓴이의 전문 분야와 관심사에 따라 

다채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대동문화연구』 104집(2018. 12)

수록 논문 : http://ddmh.skku.edu/

『성균차이나브리프』 50호(2019. 1) 

소개 : http://sics.skku.edu/bbs/board.php?tbl=korean&gr_id=4010

『중국사회과학논총』 1호(2019. 2. 28)

소개 : https://aeas.skku.edu/aeas/community/notice.do?mode=view&articleNo=53432

연속간행물



「‘복수의 아이덴티티’를 사유하기 - 조정민의 『오키나와를 읽다 : 전후 오키나와 문학과 사상』 

를 읽고」, (※서평), 『일본연구』 78(2018. 12)
「일본 향후의 표상과 젠더」, <아시아의 여성>(※상동), 2019. 1. 22/성균관대학교 국제관 

박이진 교수

「남북한의 동학농민전쟁 연구와 전봉준 장군의 이미지 비교」,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공동주최, 2018. 11. 8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동학에서 보이는 전통과 새로운 사유」, <19세기 이후 영남 지식인의 신학문과의 조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40주년 학술대회, 2018. 11. 30/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동학에서 보이는 ‘전통’과 새로운 사유」, 『민족문화논총』 70(2018. 12)
「동학농민군의 생각·행동과 공동체 정신」, <전라도 공동체의 뿌리와 삶>, 전라도 정도 1천년 
학술대회, 2018. 12. 14/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배항섭 교수

「The Kinship Group’s Residence Pattern Changes by Retiring to the Hometown of a Cen-
tral Bureaucrat in the Late Chosun, Korea : Focusing on Lee Families Networks in Ulsan」, 
2018 Annual Meeting of SSHA, 2018. 11. 10/미국 

손병규 교수

「박완서의 1980년대 - 빨갱이, 운동권, 사회주의(자)의 절합」, <1980년대, 박완서 소설과 사회>, 
한국여성문학학회·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공동주최, 2018. 11. 10/성균관대학교 국제관
「박완서의 1980년대 -빨갱이, 운동권, 사회주의(자)의 절합」, 『국제어문』 79(2018. 12) 

이혜령 교수

「“季氏將伐顓臾”章의 實狀과 孔子 비판의 함의」, 『동양철학연구』 96(2018. 11) 
「宗炳 “畵山水序”에 나타난 儒道融合의 審美觀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74(2018. 12)
「“欲去告朔餼羊”에 대한 공자 비판의 함의」, 『동양철학』 50(2018. 12)

임태승 교수

「1922년 中央水利組合의 설립과 鐵原 지역사회의 변동」, 『史林』 67(2019. 1)
「호남 지역의 위생·의료문제 : 일제 ‘위생규율’의 식민지 지역사회에 대한 침투와 한계」

(※교신저자),  『의사학』 27(2018.12)

정승진 교수

「季氏 僭越 행위에 대한 儒家 禮樂論的 考察 : ‘季氏八佾舞於庭’등 季氏 僭越 행위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4(2018. 12) 
「馬嘉善 ‘「24茶品」’의 미학적 고찰 -‘淸’字의 인품론 및 比德 사유를 중심으로」, 
『동양예술』 41(2018.11) 
「狂’字의 용례 및 ‘狂者精神’에 관한 연구」,  『도교문화연구』 49(2018.11) 

조민환 교수

「조선시대의 家書 - 가족 간에 주고받은 內密한 편지」, <동아시아의 사문서 연구>, 동아시아 
학술원 HK+연구소 주최, 2019. 1. 25~26/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정몽주의 두 편지의 글씨에 관한 일고찰」, <석한남 기탁 고문헌> 학술 심포지엄, 2018. 11. 9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하영휘 교수

허자오텐, 『현대 중국의 사상적 곤경』, 창비, 2018. 11(※역서)
임우경 교수



3. 동아시아학 REVIEW

「현대 중국의 사상적 곤경｣(창비, 2018)은 역사와 현실의 맥을 

짚는 독보적 사유로 중국의 경제적 성취 이면에 놓인 정신사의 

곤경을 통찰해온 소장학자 허자오톈(賀照田)의 저작이다. 

민족 · 여성 · 냉전 등의 키워드를 통해 중국의 근대 경험에 

천착해온 임우경 성균관대 교수의 번역으로 최근 출판되었다. 

허자오톈의 문제의식은 ‘수천년간 의(義)와 이(利)를 논해온 

전통과 문화혁명기 수십년간 더없이 높은 사회주의 이상과 

신앙을 가진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은 불과 십수년 

만에 실리가 최우선 기준인 사회가 되어버렸나?’ 에서 출발 

한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사회 현실의 당사자인 

개인들의 경험과 역사적 맥락을 종합해 중국 당국과 지식계가 

이 위기를 돌파하려 제시한 담론들의 맹점을 분석하였다. 한편, 당대 정신적 위기를 타개할 

자원으로 사회주의 실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중국 지식계가 외래 사조를 수용하는 자세, 

나아가 중국이 세계와 만나는 자세를 성찰하였다. 

일관된 문제의식 속에 역사적 맥락을 현실과 결합시킨 탄탄한 사유가 집약된 이 책은 정밀한 

분석과 명쾌한 논리, 유연한 흐름 자체로 읽는 즐거움을 준다. 또한 1980, 90년대 이데올로기 

과잉과 그에 대한 극단적 반동의 시기를 지나온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곱씹게 하는 대목도 

여럿이다. 주류 담론과 공식 언어에 길든 우리 중국이해의 공백을 메워줄 자산이자 한중 

지식교류의 다른 차원을 여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가시와기 기엔(柏木義円)의 기독교 사상과 실천에 대한 연구」, 「日本思想」 35(2018. 12)
박은영 연구교수

「李建昌 글쓰기의 문제적 성격에 대하여 - 金澤榮이 산삭했던 산문의 분석을 중심으로」, 『
대동문화연구』 104(2018. 12)

김용태 일반연구원

「이용악과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국경의 감각｣, 『대동문화연구』 104(2018. 12) 
「한국 현대시사를 바라보는 한 시각 : 주요한의 국민시가와 상해｣, 상허학회 신진연구자 집담회 
초청특강, 2019. 1. 31/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정우택 일반연구원

『백신애 문학의 안과 밖』, 전망, 2018. 11(※공저)
「동아시아 번역장(飜譯場)과 이중의 번역 경로 - 『조양보』 속 비스마르크의 형상을 중심으로」, 『
국제어문』 66(2018. 12)
「지식의 기획과 번역 주체로서의 동아시아 미디어 - 『조양보』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4(2018. 12)
「나도향 소설의 낭만성과 그 문학적 원천 - 『카르멘』과 『춘희』를 중심으로」, 『코기토』 82(2019. 2)

손성준 연구교수



교 육

지난 2월 25일(월) 오전 경영관에서 제1회 한국학 합숙 프로그램(The Korean Studies 

Lab Exchange program, 이하 KSLEP) 수료식을 거행했다.

KSLEP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과 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 등 한국학 유관 

학과가 주관하는 학문적, 인적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올해 그 첫 삽을 떴다. 한국학 

교류 및 한국학 인재의 국제적 공동양성을 위해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 17

개국 37개 대학 165명의 학생과 13명의 교수진이 참여하여 15일간 한국어와 

한국학을 공부하였다.

특히 그간 국제 한국학을 이끌어 온 미주와 서유럽, 중국, 일본, 대만 등의 대학뿐만 

아니라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한국학 지원이 부족한 동유럽과 

동남아 지역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한 관계자는 “한국학을 배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크게 놀랐다”며 “앞으로 KSLEP가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국내외 청년 한국학자들의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 한국학 합숙 프로그램 (KSLEP) 

“전 세계 17개국 37개 165명의 한국학 미래 인재와 함께 한 15일 간의 대장정 막내려”

-하노이에서 부다페스트까지, 한국학 소외 지역 중심으로-



수료식 : 2018년 11월 1일(목), 14:00~19:00/동대문디자인플라자 크레아홀 

스터디투어 : 11월 16일~11월 18일/제주 성읍민속박물관, 서복전시관, 항일기념관 등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사업 중 하나인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한국이해포럼 수료식 및 스터디 투어를 진행했다.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의 

포럼 및 강연 그리고 문화체험으로 진행된 포럼의 수료식이 2018년 11월 1일 

진행되었으며, 참석 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스터디투어가 2018년 11월 16일부터 18

일까지 2박 3일 간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들 간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균중국연구소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한국이해포럼 수료식 및 스터디 투어

일시 : 매주 화·목 17:00~18:30(11월 13일~12월 6일)

장소 : 화요일(퇴계인문관 31511), 목요일(퇴계인문관 31409) 

주최 : 종로문화원,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주관 : 종로구청,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는 종로문화원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이 함께 하는 

인문학 여행 “동양의 마음[心] 이해”를 주제로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강연을 

개최하였다.

유교문화연구소 인문학 여행 “동양의 마음[心] 이해”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성균관대학교를 탐방하러 오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균관의 역사를 소개하고, 더불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구상하여 내실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문학 강의 <성균관학당>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강의는 동아시아 

학술원 소속 교수들이 담당하며, 신청 기관의 학생들은 이를 통해 대학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1회차 캠퍼스투어 종료 후 40~50분 내외로 

진행되며, 내용은 국내외 고전, 역사, 문학, 철학, 예술 등 매회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지역인문학센터 성균관학당

회차 일자 강사 주제 비고

1 11.14 정우택(성균관대) 경계와 공존의 시인, 윤동주 북원여자고등학교(60명)

2 11.15 박이진(성균관대) 전통(傳統)이란 무엇인가? - 무사도(武士道) 대화고등학교(50명)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재동초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5·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과와 연계한 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재동초등학교의 담임교사와 

외부전문강사의 팀코칭으로 이루어지며, 한자를 즐겁고 재미있게 교육하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국어과 이해력 및 독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인문학센터 한자와 생활

일자 강사 주제 내용

11.6 노경희(조선대학교
 한문학과 초빙교수)

한자와 생활 이름과 사상, 개인 서재 및 정자 명칭과 관련된 한문 

11.6 한자와 문화 고사성어, 사자성어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주임교수 특강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에서는 <유학의 고전, 사서(四書)를 음미하다>를 주제로 이영호 

주임교수의 특강을 실시하였다. 본 특강은 유학의 고전, 사서(四書)의 이해와 더불어, 

아카데미의 전체 원우들과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이기도 했다.

구분 강의일자 강사 주제 

1 2019.1.15 대학(大學) : 유학의 공식

2 2019.1.22
이영호 주임교수

논어(論語) : 공자의 초상

3 2019.1.29 맹자(孟子) : 맹자의 분투

4 2019.2.12 중용(中庸) : 유학의 심연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과 상호협력을 통한 

인문학의 사회적 확산 및 지역 사회의 품격 높은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 

하고, 양 기관 간의 협력 사업의 명칭을 ‘정독인문학’으로 정하였다. 제1기 정독인문학은 

<동아시아, 고전을 읽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꾸려졌으며, 동아시아 고전의 현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각각의 고전 속에 숨어있는 지혜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데 중심을 

두었다.

지역인문학센터 정독인문학

동아시아학과 박사수료생 유민정 학우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 이하 KER-

IS)이 실시한 ‘2018 RISS KOCW 활용사례 공모전’에서 RISS부문 최우수상에 선정 

되었다. 유민정 학우의 주제는 <RISS On, Research On : Riss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해>로서, 시상식은 지난 11월 29일(목) KERIS에서 개최되었다.

동아시아학과 2018 RISS KOCW 활용사례 공모전 선정

구분 강사 내용 일자 장소

1강 김경호(성균관대) 사마천과 『사기』 10.23

정독도서관 
지혜의 숲

2강 임태승(성균관대) 논어 ‘유붕자원방래(有朋自遠方來)’의 참뜻 10.30

3강 이영호(성균관대) 논어에서 사람을 만나다 11.06

4강 고연희(성균관대) 그림으로 읽는 고전 11.13

5강 조민환(성균관대) 인품으로 본 동양예술 11.20

6강 하영휘(성균관대) 편지로 읽는 퇴계 이황의 삶 11.27

7강 이기원(강원대) 동아시아는 맹자를 어떻게 읽어왔는가 12.04

8강 진성수(전북대) 손자와 『손자병법』, 시공을 초월한 최상의 승리비결 12.11

IUC



일시 : 2018년 11월 6일(화), 19:00~21: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10: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0422호

국제한국학센터는 2018년도 여름학기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 주제를 

공유하기 위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에 카테리나 소토바(우크라이나 키예프 

국립외국어대학교)의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 : 드라 

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박진수(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산타바바라)의 「전쟁정 

치하의 잠재적 ‘적’ 만들기 : 재일조선인의 ‘간첩 조작’과 ‘11.22’사건을 중심으로 연구 

검토」, 제니 레그(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심청에 대한 해석: <심청가> 를 통한 <사천가>

분석」 등 총 3명이 발제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2018년 IUC 가을학기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IUC 2018 Fall Colloquium

한국학연계전공에서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1회 전공발표회를 개최했다. 총 10개 

팀이 참가하여 한국의 역사·문화·사회 등을 다룬 발표 자료가 출품되었으며, 동아시아 

학술원 교수진의 심사를 거쳐 최종 3팀을 선정, 발표회 및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최우수상은 <한국 내 조선족 차별을 통해서 본 남북통일의 미래>를 발표한 김월동· 

고토 미쿠(정치외교학과) 학생팀이 수상하였다.

한국학연계전공 제1회 전공발표회



소 식

1. 기관

동아시아학술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지난 12월 완료되어, 현재 각종 소식 및 자료가 

체계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https://aeas.skku.edu 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동아시아학술원 홈페이지 개편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경 BUSINESS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외교·안보 부문에서 중국연구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중국연구에서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연구소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27위로 처음 진입한 성균중국연구소는, 

2018년도 18위, 그리고 올해 네 계단 상승한 14위에 선정되었다. 특히, 영향력과 연구의 

질 그리고 연구 역량에서 전년 대비 종합점수가 2배가 상승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균중국연구소 한경 BUSINESS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외교·안보 부문 14위 선정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제6기 수료식

총 18주 과정의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제6기 과정(강의 16회, 문화탐방 2회)이 종료 

되어, 지난 11월 13일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는 사회 각 분야의 

인사를 대상으로 동양 인문학의 기반 위에 미학적 리더십을 함양하고 동양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화자본(Culture Capital)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일시 : 2018년 11월 13일(화), 18: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동아시아학술원은 2019년 2월 11일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소장 신동원)와 

MOU를 체결하였다. 두 연구 기관은 향후 한반도 화해·평화 무드 속에서 남북 간 학술 

교류의 토대를 모색하기 위해 정례 학술회의를 활성화하고, 통일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학술원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와 MOU 체결

서베이리서치센터(SRC)는 2019년 2월 19일 일본의 통계수리연구소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통계수리연구소는 1944년에 설립되어 데이터사이언스, 다양한 통계 기법 

연구 및 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책기관이다. 또한 1953년부터 5년 주기로 

일본국민성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두 연구 기관은 2018년 2월 13일 통계수리 

연구소의 초대로 사회조사연구에 대하여 1차 공동 워크샵을 가졌고, 지속적으로 공동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다.

서베이리서치센터(SRC) 일본 수리통계연구소와 MOU 체결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론문제를 다루는 순수학술논문집인 『중국사회과학논총』 창간호(2019. 2. 28)를 

발행하였다. 본 학술지는 호당 8편(국문 4편, 중문 4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연 2회 

발행할 예정이다.

성균중국연구소 학술지 『중국사회과학논총』 창간



김채식(대동문화연구원)

[강연] 「삶의 멋 : 초서 기초편」, 다산연구소 강좌, 2018. 12. 7~2019. 2. 22/충무로 

풍산빌딩 701호 

[강연]

김영죽(대동문화연구원)

「문형으로 만나는 고전 명문장」, 인문학당 상우(尙友) 정기 강좌, 2018. 10. 

1~11. 19(총 8주 매주 월요일)/(인문학당 상우(尙友)

[강연]

손혜리(대동문화연구원)

「한문학과 조선시대 여성」, 문화의 산책, 2018. 11. 16/도봉구청

[선정]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2018 아모레퍼시픽재단 ‘여성과 문화’ 연구 지원 사업, 「옐레나의 비장(悲壯)과 

노라의 파탄(破綻) -한국 근대소설의 주체적 여성상, 그 양가적 계보의 젠더역학」

(2019. 1. 1~2019. 12. 31) 

[강연]

김영죽(대동문화연구원)

「문형으로 만나는 고전 명문장」, 인문학당 상우(尙友) 강좌, 2018. 

10. 1~2018. 11. 19/충무로 풍산빌딩 701호 

[강연] 「『논어집주』 원전강독 시즌1」, 인문학당 상우(尙友) 강좌, 2018. 

12. 14~2019. 2. 22/충무로 풍산빌딩 701호 

[출판] 『낭송 19세기 연행록』, 북드라망(2019. 2. 20) 

2. 연구진

[출판]

강부원(국제한국학센터) 장병극(동아시아학과)

『기계비평들』(※공저), 워크룸프레스(2019. 2. 15)

[인사]

김경호(동아시아학술원)

중국고중세사학회 회장 피선(2018. 12. 15.)

동아시아학과 및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2019년 후기 일반대학원 신규 모집

일반전형

원서접수 2019. 4. 1(월)~4. 15(월) / 학과별 시험 4. 27(토) / 합격자 발표 5. 9(목)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 2019. 3. 18(월)~4. 15(월)※이하 일반전형과 동일



「조선전기 군주와 중앙관료의 경술인식」(『태동고전연구』 2018. 12), 국악방송 ‘연 

구자의 길’ 녹화, 2019. 2. 22(방송 2019. 3. 24. 11:00)/상암동

3. 매체 보도

[시론] 중국이 보내는 신호, 뉴스토마토, 2018. 11. 2  
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5407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고창군-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제15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전북일보, 뉴스 
1, 아시아 경제 등 10여개 매체 보도, 2018. 11. 8
링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476

학술대회(HK+연구소)  

[신정근의 인문상식] 합의, 세계일보, 2018. 11. 9
링크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09003546?OutUrl=naver

신정근(유교문화연구소장)

국립중앙도서관, 희귀 고문헌 학술 심포지엄 개최, 문화저널21, 2018.11.19.
링크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17383&section=section2

하영휘(HK+연구소 교수)

이영호(동아시아학술원)

[강연] 「주역,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8. 9. 27~11. 22(매주 목요일, 총 

8강)/관악문화관도서관

[인사]

이혜령(동아시아학술원)

한국여성문학학회 제11대 회장 피선(2018. 11. 10)

[인사]

진재교(동아시아학술원)

한국한문학회 회장 피선(2018. 12. 15)

[강연]

함영대(대동문화연구원)

신정근(유교문화연구소)

[강연]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찾은 환대와 공존의 길」, 책, 사람을 읽다, 

2018. 11. 24/하동도서관

[출판] 장파 저, 『중국 미학사』(※책임번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2. 28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

[출판] 안대회 저, 『다행히도 재주 없어 나만 홀로 한가롭다 – 안대회가 

선택한 152편의 한시』, 산처럼, 2019. 1. 5

[강연] 「조선후기 명품 주거지의 이론과 실제 : 《상택지》를 중심으로」, 풍석 

학술대회, 2019. 2. 22/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애지중지 소장품 기증… 加박물관 유일 ‘한국실’ 만든 교민들 [해외 우리 문화재 바로알기], 
세계일보, 2018. 11. 26 
링크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26003155

하영휘(HK+연구소 교수)

[이희옥칼럼] 북한 개혁개방의 창: 중국, 베트남 그리고 에스토니아, 서울경제, 2018. 11. 27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3452773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시론] 품격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국 개혁개방 40년, 뉴스토마토, 2018. 12. 8
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62774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시론] 중국이 보내는 신호, 뉴스토마토, 2018. 11. 2  
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5407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국내외 간독학자 모여 고대 동아시아사 연구, 대구신문, 2018. 12. 16 
링크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597

김경호(HK+연구소 교수)

성균관대 진재교 교수, 한국한문학회 제 22대 회장 피선, 중앙일보 외 매체 다수, 2018. 12. 17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216084

진재교(HK+연구소 일반연구원)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개혁·개방 40년 쉬운 건 다했다...어려운 것만 남았다, 중앙일보, 
2018. 12. 18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871538

학술대회(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이혜령 교수, 한국여성문학학회 제11대 회장 피선, 중앙일보 외 
다수 매체, 2018. 12. 19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223254

이혜령(HK+연구소 교수)

성균관대 김경호 교수, 중국고중세사학회 회장 선출, 중앙일보 외, 2018. 12. 19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223257

김경호(HK+연구소 교수)

현실을 비껴간 사상 논쟁…중국은 어디로, 『현대 중국의 사상적 곤경』(창비) 번역서 서평, 
한겨레 신문, 중앙SUNDAY 등 10여개 매체 보도, 2018. 12. 28
링크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76124.html

임우경(HK+연구소 교수) 

[이희옥칼럼] 2019년, 중국 개혁개방에 놓인 과제들, 서울경제, 2019. 1. 1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DVBBR0QZ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무역전쟁, 개혁개방 40년, 판빙빙 탈세…” 2018년 중국을 달군 10대 뉴스, 아주경제, 2018. 12. 26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181225213401400

성균중국연구소



[인터뷰] 한국연구재단 인문학진흥팀 연구소 탐방기, 동아시아학술원 인터뷰, 2019. 1. 2
링크 https://blog.naver.com/inmun_love/221432614184

손성준(HK+연구소 연구교수)

2009년 이어 심환지에 보낸 밀찰 9통 추가 확인, 동아일보, 2019. 1. 3
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90103/93535995/1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장)

[시론] 인공지능과 중국의 미래 전략, 뉴스토마토, 2019. 1. 4
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67465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손병희는 요승, 美 선교사가 3·1운동 선동’ 왜곡보도 확인, 국민일보, 2019. 1. 21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7966&code=11131100&cp=du

박은영(HK+연구소 연구교수)

『다행히도 재주 없어 나만 홀로 한가롭다』 펴냄, 매일신문, 2019. 1. 22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223254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장)

[이희옥의 한반도 평화워치] 북한 비핵화 궤도 이탈 막으려면 중국 끌어들여야, 중앙일보, 2019. 1. 25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321468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중국의 실리 최우선”은 경제성장 대가로 정신세계 황폐 불렀다, 경향신문, 2019. 1. 28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82105005&code=960201

임우경(HK+연구소 교수)

“죽은 사람에게 布를 거두다니”… 문익점 후손의 호소문 등 조세 고문서 250점 공개, 조선일보, 2019. 1. 30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0168.html

하영휘(HK+연구소 교수)

[시론] 민심이 천심이다, 뉴스토마토, 2019. 2. 8 
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74355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식량위기가 북한시장 경제 활성화 동력(North Korean food shortages leave generations 
stunted), CBS News, 2019. 2. 11  
링크 https://www.cbsnews.com/news/north-korea-famine-food-shortages-stunting-generations

다니엘 종 스베켄디크(HK+연구소 교수)

19세기 문장가 이건창 저술 엮은 전집 출간, 연합뉴스, 2019. 2. 19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43230&sid1=001

대동문화연구원

상하이에서 임정 100주년 기념 한·중 학자들 포럼, 연합뉴스, 2019. 2. 21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086000371?input=1195m

학술대회(성균중국연구소) 



《IUC》 2019년 봄학기 입학식 및 개강(2019. 3. 4)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주관 활동

 - 2019년 1학기 성균관학당 운영(2019. 3~5, 매주 수·목 오전)

 - 재동초등학교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한자와 생활> 운영(2019. 3. 7~ 5. 9) 

 - 제4회 종로다산학교(2019. 3. 28~6. 20)

《HK+연구소》 2019년 상반기 동아시아 포럼

 - 김태진(서울대) : 천황의 세 신체 - 근대 동아시아 바디폴리틱 연구 / 2019. 3. 29(금)

 - 김영욱(서울대) : 동아시아의 루소 번역에 대하여 / 2019. 4. 26(금)

 - 유바다(고려대) :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 2019. 5. 24(금)

 - 전종욱(전북대) : 한의학의 전통과 현대화 방안 / 2019. 6. 28(금)

《대동문화연구원》 학술대회 <鶴棲 柳怡佐와 石湖 柳道性의 생애와 학문>(2019. 3. 14)

《HK+연구소》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탈분단시대 평화공존의 통섭적 성찰>(2019. 3. 15)

《동아시아학술원》 중국 호남사범대 MOU 체결(2019. 3. 28~29) 

《대동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명승학의 연구방법론과 명승연구의 실제>(2019. 3. 22)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제7기 과정 개강(총 18주, 2019. 4. 9~6. 11 / 9. 17~11. 5)

《HK+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공동 정례 학술대회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전승>(2019. 4. 24~4. 28) 

《대동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비상의 시대, 동원의 정치 -탈냉전시대, 전쟁과 문화의 역사상>

                        (2019. 5. 10)

《IUC》 국제한국학센터 전문가 초청 특강

- 원미진(연세대) : 한국어교육에 있어 어휘 교육 연구의 동향과 쟁점 / 2019. 4. 10(월)

- 김보영(서울대) : 휴전협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한국전쟁과 휴전회담 / 2019. 4. 29(월)

- 최동현(군산대) : 사설과 자막, 판소리 다섯 마당의 번역과 주석으로서의 영문 자막 /      

                          2019. 5. 20(월)

정선군, 3·1 운동 100주년 기념 제1회 아리랑 국제학술대회 개최, 뉴시스 외 매체 다수, 2019. 2. 28
링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28_0000573226&cID=10899&pID=10800

한기형(동아시아학술원장)

4. 주요 활동 계획 (2019. 3~5)

동아시아학술원 뉴스레터 2019년 1호(통권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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