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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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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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한국(HK+)연구소에서는 학계를 선도하는 중진 및 신진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2019년 1학기 ‘동아시아 포럼’을 개최하였다. 

<근대 동아시아의 신체와 법제>를 테마로 한 본 연속 특강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제적 

담론을 성찰하는 새로운 시선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1~3강은 3~5월 사이에 진행) 

활 동

초청특강 동아시아포럼 전문가초청특강

초청특강 동아시아포럼 한국학 특강

구분 발표자 소속 내용 일자 장소

4 전종욱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
연구소

06.28
600주년
기념관
504호

한의학의 전통과 현대화 방안

국제한국학센터(Inter-University Center, 이하 IUC)에서는 학계를 선도하는 중진 및 

신진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동아시아 포럼 

전문가초청 한국학특강’을 개최하였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는 종교와 문화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당대 한국학의 현황을 점검할 수 있었다. 

구분 발표자 소속 내용 일자 장소

1 김종명
한국학

중앙연구원
07.16

2 김경미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07.30

600주년
기념관
504호

불교의례의 사상적 배경과 현대 한국 불교의 성격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과 문화



연속 세미나 HK+연구소 Research Cluster

R/C명(책임자) 내용 일자

동아시아 서신 및
사문서 연구의 
사회문화사 연구

(하영휘)

신현 간찰 강독 06.10

신현 간찰 강독 07.01

08.09

06.1419세기의
동아시아
(배항섭)

배항섭(성균관대) :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민중운동과 여성의 참여

이원준(인천대) : 근대 중국의 토지 소유권과 사회 관행

06.15

06.27

동아시아자료학
연구회
(김경호)

한국회화사 연구회
명작의 발견(고연희)

12월 심포지움 발표자(유재빈, 김수진, 서윤정, 김지혜, 김소연, 고연희)
전원 진행 상황 발표 및 토론

안솔(성균관대) : 악록진간 78-99간

07.18김진우(고려대) : 악록진간 100~120간

08.29

08.12

김진우(고려대) : 악록진간 121~130간

이철호(동국대) : 『1922년 12월 2일 - Spring Radiance Middle
School celebrates its inauguration』 번역 발제 후 토론 

조재룡(고려대) : 「『독립의 태양』에서 프랑스어를 아프리카어로
변화시키다」 번역 발제 후 토론

손성준(성균관대) :「번역과 문학사의 해후」 11월 학술대회의
예비 발표 진행 후 토론 / 학술대회 준비 사항 점검, 추가 발표자 섭외 논의

김준현(고려대) : 「1456, 프랑수아 비용이 『유증시遺贈詩』의 연대를 적다」
번역 발제 후 토론 / 2019년도 학술대회 준비 : 시기 및 구성 등의 조정

07.24

08.07

08.28

정전(正典)과
동아시아

지식문화의 근대
(손성준)

연속 세미나 대동문화연구원 연행록팀 연구자 콜로키움

구분 책임자 일자 내용 장소

제68차 06.26

제69차 이희목 07.31

제70차 08.28

강호보 『桑蓬錄』 번역 600주년기념관 402B호

06.10
나가누마 미카코(長沼美香子)의 『訳された近代(번역된 근대)』의
6장~종장까지 발제 및 토론

‘국제주의’의 동아시아수용과 변용 - 블룬칠리와 가토 히로유키의
국제주의담론 비교연구 관련 세미나 진행

김선희 著 『마테오 리치와 주희 그리고 정약용 - 천주실의의 동아시아
유학의 지평』 전반부 발제 및 토론

김선희 著 『마테오 리치와 주희 그리고 정약용 - 천주실의의 동아시아
유학의 지평』 후반부 발제 및 토론

10월 11일 학술대회 중간 점검 및 중간 팀별 발표

07.01

07.15

08.09

08.26

근대 동아시아
‘고전(古典)’들의

재인식
(박은영)



HK+연구소는 6월 14일 냉전학회,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제1부 분단, 적대의 감정사회, 제2부 평화, 

적대와 혐오정치를 넘어서, 제3부 집담회 ‘세계질서 재편과 동아시아·한반도의 평화’를 

대주제로 한 학문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10: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소향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냉전학회·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후원 : 한국연구재단 

국내학술대회 경계선을 부수는, 평화의 세기로

성균중국연구소는 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과 공동으로 제7회 한중공공외교연구포럼을 개최

하였다. 본 행사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외교와의 접맥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일시 : 2019년 6월 28일(금), 13: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소향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지린(吉林)대학 공공외교학원

연구포럼 동아시아공동체 구축과 한중 공공외교



HK+연구소는 사업 1단계 2차년도 연구 및 사업계획의 중간점검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3개의 핵심연구 영역인 <사회적 관계성>, <난(亂)과 민주주의>, <열린지식과 표상>의 차례로 

각 연구진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일시 : 2019년 7월 2일(화), 10: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0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워크샵 2019년도 HK+연구소 하계 워크샵

성균중국연구소는 국회의 대표적인 여야 의원 연구모임인 한반도평화번영포럼(대표의원 박병석)과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동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학회에서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중국의 변화, 미중관계 그리고 한국의 전략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상징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일시 : 2019년 7월 19일(금), 08: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한반도평화번영포럼

국내학술대회 미중 패권경쟁, 한국의 전략과 과제

HK+연구소는 7월 19일 한국 ‘전근대’의 양전과 부세제도를 주제로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대 

교수의 ‘양전사의 재검토 : 양안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김건태 서울대 교수의 ‘결부제와 

부세제도의 관계’를 주제 발표로 청해 듣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일시 : 2019년 7월 19일(금), 14: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소향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국내학술대회 한국 ‘전근대’의 양전과 부세제도



「淵泉 金履陽의 문예론과 경세론에 대한 재검토」, 『고전문학연구』 55(2019. 6)
김용태 일반연구원

「북촌시단의 여성 인식에 대한 시론적 고찰」, 이화어문학회 학술대회 - 하위문화와 한국어문학, 
2019. 7. 9/이화여자대학교 

「汉代西北边境出土简帛私信的性质与主要内容」, 中国北方民族历史文化学术研讨会暨
第二届乌桓鲜卑文化学术研讨会, 

김경호 교수

「프라란센짓 두아라의 <민족의 지구적, 지역적 구성 : 동아시아로부터의 관점> 발제」, 
<境界空間의 專有와 共有 - 고·중세 동아시아의 사회질서와 역사상>, 2019. 8. 23 

성균중국연구소는 5.4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발표 및 토론 시간을 마련하였다.

연구포럼 제6차 중국사회연구포럼

일시 : 2019년 7월 24(수), 16: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0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연 구

1. 출판

『무역백서』, 중국국무원, 성균중국연구소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6

본 백서는 중국 정부가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기본 상황을 소개하고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을 성균중국연구소가 번역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신간

2. HK+ 연구성과 (2019. 6 ~ 8)

「조선시대 모사(摹寫)의 양상과 미술사적 의미」, 『동양예술』  53(2019.6) 
고연희 교수

「申緯의 감각과 申命淵의 색채」, 2019년 하계 한국한문학회, 2019. 6. 15 

『대동문화연구』 106집(2019. 6)

- 수록 논문 : http://ddmh.skku.edu/

연속간행물

『중국사회과학논총』 제1권 제2호(2019. 8)



「대만의 근대건축과 식민지 특수성 - 『대만건축회지』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71(2019. 7) 

박이진 교수

박은영 연구교수

「근세 일본 여성 지식인의 대외관과 자기인식 - 다다노 마쿠즈(只野真葛)를 중심으로」,
『日本思想』 36(2019. 6)

「고쿠민신문(国民新聞)에 나타난 3.1운동」, 『일본비평』 11(2)(2019. 8)

『3.1운동 일본 언론 매체 사료집』 제5권, 홍성사, 2019. 7. 30(편저)

「The Foreign View and Self - perception in Female Intellectual in Premodern Japan
: Focusing on Tadano Makuzu」, AEAS - SOAS Workshop <Gender Order and 
Women's Social Status in East Asia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Pre - Modern to 
the Modern Era>, 2019. 6.20~22/SOAS, University of London 

「Popular religions and movements and the social status of women in Korea of the 
19th century - compared with Japan and China」, AEAS - SOAS Workshop(※상동)

배항섭 교수

「1894년 日本軍의 侵略과 東學農民軍의 反日鬪爭」, 역사분과 주제 : 일본의 침략 역사와 
중국과 조선인민의 투쟁, <第二届朝鲜半岛研究国际学术会议(한, 중, 일, 북한)>, 延边大
学朝鲜半岛研究院, 2019. 7. 26/延边大学 

「동학농민전쟁 : 민중사를 통해 다시 보는 근대」, <프랑스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 혁명의 
세계사를 향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프랑스사학회, 서울대학교 역사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9. 7. 27~28/한국학중앙연구원

「나주의 재발견」, <천년 전라도 중심 나주의 재발견>, 나주시, 2019. 8. 12/나주시 시청 대회의실

「『흠흠신서』와 법의 서술 - 『흠흠신서・비상준초』의 중국 판례를 중심으로｣, 흠흠신서 
2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다산 정약용, 21세기 한국사회의 정의를 묻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설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9. 6. 20/연세대학교 문과대학 100주년 기념홀

박소현 교수

「『흠흠신서』와 법의 서술 - 『흠흠신서·비상준초』의 중국 판례를 중심으로」, 『사림』 69 
(2019. 7)

「동아시아 추리소설과 근대문명 - 근대 동아시아 추리소설 장르의 기원과 그 수용」, 『일본
문화연구』 71(2019. 7)

「A Court Case of Frog and Snake : Rereading Korean Court - Case Fiction from the 
Law and Literature Perspective｣, 『Korea Journal』, Vol. 59 No. 2(summer 2019)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목, 철원 : 물길은 뚫려야 한다!」, 『대동문화연구』 106(2019. 6) 
정승진 교수

「포천의 농촌유산과 에코뮤지엄」, 경기문화재단 proceedings, 2019. 7. 5

『지식 산출의 기반으로서 근대 번역의 기능』, 평사리, 2019. 8. 31(공저)

「Overturning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Book 
Review)」, 『Korea Journal』, Vol. 59 No. 2(summer 2019)

손성준 연구교수

「역사담의 번역과 『태극학보』의 정치적 지향」, <대한제국기 근대 매체와 지식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학술대회, 2019. 8. 16/부산대학교 인덕관 

「상해판 『독립신문』의 미디어 전략과 시가(詩歌)의 배치｣, <3.1운동 100주년과 시인들>, 한국시학회 
제43차 전국학술대회 한국시학회, 대산문화재단 공동주최, 2019년 6월 29일/중앙대학교 310
관 B602호

정우택 일반연구원

「중등교육에서의 한시 교육에 대한 단상 - 2015 개정 중학교 한문교과서 17종과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13종의 작품 수록 양상을 중심으로 - 」, 『한문교육연구』 52(2019. 6)

이현일 일반연구원

「자하 신위와 조선후기 한시사」, 한국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 2019. 6.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지하강당

「대학교 한문학 교육에서의 한시 강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미래 교육과정과 한문교육의 지향>, 
한국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2019. 7. 6/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관 202호

「기형도라는 페르소나」, 『상허학보』 56(2019. 6)
이혜령 교수

「풍문과 역사 사이 : 대만군 위안소 ‘특약다실(特約茶室)’ 연구의 현황과 과제」, 『중어중문학』 
76(2019.6)

임우경 교수

한기형 HK+단장
『식민지 문역 - 검열·이중출판시장·피식민자의 문장』,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6. 25 



3. 동아시아학 REVIEW

인간사유 전체에 대한 지배를 욕망하며 표현의 세계에 

가해지던 국가폭력, 검열. 이 책은 오랜 시간 대중매체의 

역사성, 문화시장과 문장표현에 대한 국가검열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문화제도사의 시각에서 식민지 근대성의 

구조를 해명하는 데 몰두해온 저자 한기형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원장)가 다방면으로 모색해낸 식민지 

검열연구의 한 매듭이다.

저자는 일제 검열시스템에 대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통치권력이 대중의 생각하는 힘을 축소하기 위해 언론·출판인 등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내지인과의 차별을 전제로 적용했던 ‘이율배반적인’ 법률체계라 규정한다. 불행하게도 

피식민자들은 검열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원적 법률질서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자기문장에 자기표현과 자기사유를 ‘생존시켰다.’ 그러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살아남은, 검열로 상처 입은 문장들의 보존된 실존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당대의 문학을 구상한다. 그 문장들의 존재론을 위해 저자가 창안해낸 문학의 공간 

개념이자,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식민지 문역(文域)’이다. 

식민지 조선인은 제국의 지식문화를 받아들이는 권리만 있을 뿐, 그것을 자기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넘어서는 자율성을 허락받지 못했다. 이들에게 성장의 계기와 처벌의 가능성은 

언제나 동시적이었으므로, 이들은 스스로 정신과 문장의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모순적 

상황의 존재자들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피식민자가 처했던 이해하기 

힘든 상태를 설명해야 하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장의 실체를 만드는 데 

개입하고 작용한 힘들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저자가 피식민자의 문장을 분석하기 

위해 식민지 검열제도와 이중출판시장의 상황을 거론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식민지 문역’의 실체

한기형, 『식민지 문역 - 검열·이중출판시장·피식민자의 문장』,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6.



검열, 개인을 두려워한 국가권력 시스템

차별적인 법률체계가 작동했던 식민지, 그 법률 규정 안에서 생존한 조선어 문장들은 

자연히 복수의 질서를 구현한 중층의 구조일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차별적인 통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돌파하면서 자신만의 메시지를 실존시키기 위해선 몇 겹의 전략과 

장치가 필요했다. 

이런 점에서 저자의 ‘식민지 문역’이라는 발상은 표현의 당대적 한계선을 규정하는 시도

라기보다 그 제한선 밖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넘어가기를 안내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사실 검열은 텍스트의 ‘소멸’보다 인식의 깊이와 다원적 사고, 욕망의 표현과 사상의 

권위를 ‘봉쇄’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국가의 권력행위였다. 국가의 위력에 맞설만한 권위 

있는 개인의 출현을 억압하고 개인을 초라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권력의 실체가 분석되지 

않기를 추구한 것이다. 비교되거나 상대화되는 것은 모든 권력이 지닌 본질적인 두려움이다. 

그런 점에서 검열은 개인과 국가권력의 관계가 지배의 메커니즘에 유리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이었다. 

특히 식민지는 언제나 한 개인의 생각이 소리나 문자로 공중(公衆)을 향해 나아가는 

지점에서 강력하고 차별적인 국가권력의 통제가 가해지는 곳이었다. 저자는 검열연구가 

식민주의의 해명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난다고 

판단한다. 검열이라는 접근 통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식민지의 일상과 피식민자의 실존을 

다방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총 3부,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식민성의 기층’에서는 식민지 

검열의 역사상에 대해 구조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제2부 ‘검열이라는 거울’은 식민지 

검열 현장에서 생겨난 사건들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며, 제3부 ‘피식민자의 언어들’은 

근대서사와 식민지 검열의 관계를 다룬다. 

아울러 <국외 발행 불온출판물 일람표>, <병합 

20주년에 관한 불온문서>, <고등경찰관계

주의일표> 등 조선총독부의 비밀자료 3종을 

부록으로 만날 수 있다. 

<잡지 『신생활』 중 검열로 삭제된 흔적>



교 육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주관한 제4기 종로다산학교 <다산의 시대, 선비의 일상과 

취미>는 6월 20일 고연희(성균관대) 교수의 ‘책거리 병풍에 담긴 선비의 욕망’을 끝으로 총 

12강의 커리큘럼을 마무리하였다. 6월 20일에는 졸업식이 함께 거행되어 수강생들의 졸업을 

함께 축하하였다.

지역인문학센터 제4기 종로다산학교 - 다산의 시대, 선비의 일상과 취미

동아시아학과에서는 국어국문학과 및 CAMPUS Asia와 공동으로 성균관대 - 도쿄대 대학원생 

포럼을 개최하였다. <Future and Past, East Asian Studies>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 행사는, 

미래의 동아시아학을 선도할 한중일의 대학원생들이 그동안 탐구해온 저마다의 연구주제와 

문제의식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동아시아학과 제6회 한중일 대학원생 연합포럼

일시 : 2019년 7월 12일~13일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리셉션홀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국어국문학과·CAMPUS Asia



IUC에서는 7월 1일 여름집중학기 시작을 맞아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6주간의 고급학술한국어 

과정과 개인 주제별 한국학 연구에 매진할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입학식 행사를 

준비했다. 이 자리에는 동아시아학술원장 한기형 교수와 IUC 센터장 황호덕 교수, 동아시아학과장 

손병규 교수 등이 참석하여 한국학을 공부하는 외국인 연구자들을 환영해주었다.

이번 학기 IUC에는 총 6명의 외국인 연구자가 참여한다. 카테리나 소토바와 제니 레그, 알리 

칼라프 씨가 지난 학기에 이어 함께 하며, 여기에 신입생 알리애스카 로빈슨 후아레스(스탠포드

대학교 석사과정 졸업, 근대 동아시의 모던걸과 팜므파탈의 표상과 의미 연구), 아나스타샤 

트레이닌(보스톤대학교 학부 졸업,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과정 재학, 한국의 대안교육을 연구), 

조나단 포이어(UCLA 박사과정, 현대 한국 불교 연구)가 합류하게 되었다.

IUC 여름학기 입학식



한국학연계전공(김경호 주임교수)에서는 지난 6월 19일, 2019년도 1학기의 교육 내용을 점검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 교강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한국학연계

전공생들을 위한 자체 교과서의 제작, 새로 시작되는 커리큘럼의 정착 및 발전 방안 등이 있었다.

한국학연계전공 2019년도 상반기 교강사 간담회

IUC에서는 2019년도 여름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총 6명의 참가자가 아래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1) 조나단 포이어(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 최남선의 원효 연구와 기독교에서 끼친 영향

2) 알리애스카 로빈슨 후아레스(미국 스탠퍼드대학교) : 조선후기 여성의 유교 교육

3) 제니 레그(미국 위스콘신대학교) : 판소리의 세계화: 번역의 문제와 접근법을 중심으로

4) 아나스타샤 트레이닌(한국학중앙연구원) : 미래를 위한 꿈: 한국의 대안교육과 사회 변화

5) 알리 칼라프(캐나다 UBC) : 정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본 조선시대 향약의 발전 양상

6) 카테리나 소토바(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외국어대학교) : 한국어에서의 1인칭대명사 

    -‘우리’와 ‘나’의 용법 교육을 중심으로

IUC 2019 Summer Colloquium

일시 :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504호

주최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



IUC에서는 2019년 여름학기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여름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 고급학술한국어 

과정을 이수하고, 개인연구에 매진한 수료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수료한 

여섯 명의 외국인 한국학 연구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하고, 이들이 훌륭한 한국학 연구자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자리였다. 

제니 레그, 카테리나 소토바씨는 지난 1년 동안 KF의 지원을 받아 IUC에서 생활하며 진일보한 

한국어 실력과 개인 연구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알리 칼라프씨는 2019년 봄, 여름 두 학기를 

IUC에서 보내었으며, 조나단 포이어, 애나스타샤 트레이닌 씨도 여름학기를 마치고 본교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알리애스카 로빈슨 후아레스 씨는 가을학기에도 IUC에서 보낼 

예정이다. 

IUC 2019년 여름학기 수료식

1. 연구진

[선정]

김용태(동아시아학술원)

『판보이쩌우 자서전』,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지원사업 선정, 2019. 6

[선정]

김석동(동아시아학술원)

미국정치학회(APSA: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ation) 주관 APSA Asia 

Program의 Asia Fellow로 선정

소 식



2. 매체 보도

“술보다 글을 사랑한 조선의 詩人 석견루”, 조선일보, 2019. 6. 3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0136.html?utm_source=daum&utm

       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성민, 김채식, 이상아(대동연구문화연구원) 

[이희옥 칼럼] 미중 무역전쟁 이후 한국의 생존법, 서울경제, 2019. 6. 4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AE55M1B

[이희옥의 한반도평화워치]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쪽 편드는 건 치명적 패착, 중앙일보, 2019. 6. 14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496392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문제연구소장, 10일 덕형포럼서 ‘美·中 갈등’ 강연”, 파이낸셜뉴스, 2019. 7. 9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07091909477313

[이희옥 칼럼] 북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새 국면, 서울경제, 2019. 7. 9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MLYLH0B

[이희옥 칼럼] 미중 무역마찰과 한일갈등의 데자뷰, 서울경제, 2019. 8. 13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MYEI87AI

“北, 핵보유하며 친미국가 되는게 美에게 좋은 시나리오”, TV조선, 2019. 7. 10
링크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90053.html

[이희옥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는 살얼음판, 칼날 품고 실력 길러야, 중앙일보, 2019. 8. 23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559649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강연]

김채식(대동문화연구원)
인문학당 상우(尙友) 강좌 ‘초서의 실전 『서보(書譜)』’, 2019. 6. 21~2019. 11. 22/
충무로 풍산빌딩 701호 

[강연]

김영죽(대동문화연구원)

인문학당 상우(尙友) 강좌 ‘『논어집주』 강독’, 2019. 6. 7~7. 26/충무로 풍산빌딩

[강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강좌 ‘인물로 역사와 오늘을 만나다’, 2019. 7. 25~2019. 9. 5/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교육실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장)

[출판] 이재운, 안대회 역, 『해동화식전』, 휴머니스트, 2019. 8. 12

[진행] 국회의원 김영주 토론회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9. 8. 23/국회 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



“역사고증 실패한 성락원 과제는 정확한 연원 찾기”, 연합뉴스, 2019. 6. 18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8134700005?input=1179m

김세호(대동연구문화연구원)

“프랑스혁명 이후 동서양 230년 혁명사를 돌아본다”, 연합뉴스, 2019. 6. 26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6080300005?input=1195m

배항섭(동아시아학술원)

[책과 삶] 일제 치하 검열이 문학에 남긴 흔적, 경향신문, 2019. 7. 5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52025005&code=960205

“일제강점기 우리말 간행물은 상위 30개 중 4개뿐, 한기형 成大 동아시아학술원장, 1926
~1939년 출판물 현황 분석”, 조선일보, 2019. 7. 8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8/2019070800215.html

“염상섭이 막장 소설 쓴 이유는? 일제 검열 연구한 한기형 교수”, 동아일보, 2019. 7. 10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0/96411607/1

한기형(동아시아학술원장) 

“한기형 교수, ‘일제 검열 속 생존 몸부림… 근대문학의 ‘숨은 외침’ 읽어야’”, 동아일보, 2019. 7. 11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1/96420047/1

“제국에 대항하는 언어의  ‘게릴라전’”, 한겨레신문, 2019. 7. 12 
링크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01546.html

“에코뮤지엄으로 경기북부 문화콘텐츠 개발 박차”, 아시아투데이, 2019. 7. 14
링크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714010008528

정승진(동아시아학술원)

“한국 최초 종합잡지 ‘조양보’ 완역본 출간 - 100년 전의 삶과 생각, 현대 한국어로 복원”, 
내일신문, 2019. 7. 22
링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0214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조선시대 중상주의 경영론 ‘해동화식전’ 번역·출간”, 연합뉴스, 2019. 8. 15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5032500005?input=1179m

“富가 미덕이고 가난이 악덕이다” 돈벌이 장려한 조선 재테크 서적, 조선일보, 2019. 8. 16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6/2019081600120.html?utm_source=naver&utm

       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해동화식전 : 조선 유일의 재테크 서적, 부자 되기를 권하다”, 교수신문, 2019. 8. 23
링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5355

안대회(대동연구문화연구원장)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고전읽기 등 더 풍성해진 시민문화예술교양강좌”, 전남일보, 2019. 8. 29 
링크 https://jnilbo.com/2019/08/29/2019082817032992127/

“성균관여성유도회 삼척지부, 제27회 하계수련회 참가”, 유교신문, 2019. 8. 30
링크 http://www.cfnews.kr/coding/news.aspx/1/1/23354

조민환(동아시아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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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10403호 (우 03063)

편집위원 손성준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동아시아학술원 뉴스레터 2019년 제3호(통권 제22호) 발행일 2019년 9월 15일 발행인 한기형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주관 정독인문학 제2기 <동아시아, 문학을 읽는 시간>
                  (총 8회, 2019. 10. 10~11. 28) 
 - 한기형(성균관대) : 식민지 검열과 한국 근대문학(10. 10)
 - 손성준(성균관대) : 번역하는 현진건(10. 17)
 - 장영은(성균관대) : 배운 여성의 등장과 근대 문학의 탄생(10. 24)
 - 이혜령(성균관대) : 오늘날의 여성문학(10. 31)
 - 이상현(부산대)    : 100년 전 한국문학 세계화의 꿈(11. 7)
 - 구인모(연세대)    : 김억의 구르몽 번역을 다시 읽는다(11. 14)
 - 임우경(성균관대) : 같지만 다른 중국의 위안부 이야기(11. 21)
 - 박소현(성균관대) : 악녀 이야기 - 범죄소설 속의 여성과 폭력(11. 28)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주관 재동초등학교-인문교육프로그램 ‘한자와 생활’ 2학기
                  (2019. 9. 5~12. 19), 재동초등학교-학부모 인문학특강(2019. 10. 15~10. 16)
 - 고연희(성균관대) : 조선의 명작(名作), 옛 그림 다시 보기(10. 15)
 - 이영호(성균관대) : 다시 논어(論語)를 읽다(10. 16) 

《HK+연구소》 중국 호남사범대학 공동주최 학술대회 <동아시아 고전학과 소상문화(瀟湘文化)>               
                 (2019. 9. 27~28) 

《HK+연구소》 학술대회 <정치행위자로서의 번역자 - 근대 동아시아의 서양지식담론 수용> 
                 (2019. 10. 11)

《HK+연구소》 하반기 동아시아포럼 전문가 초청특강
 - 혼다 히로시(동경대 한국조선문화연구과) : 한국의 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사회인류학적 시론 
     - 전북 남원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현경(캠브리지대 인문사회연구소) : 어려운 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중심으로
 - 정명현(임원경제연구소) : 임원경제지 번역의 종착점을 향하여(11. 15)
 -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 법학자 정약용의 삶과 『흠흠신서』 읽기(12. 6)

《대동문화연구원》 기우자(騎牛子) 이행(李行) 수비(豎碑) 기념 학술회의 / 2019. 10. 18

《HK+연구소》 북한대학원대 공동주최 학술대회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  
                  방향>(후원: 한국문학번역원) / 2019. 10. 25~26

《HK+연구소》 학술대회 <집체적 문학사 서술의 가능성>(※가제) / 2019. 11. 23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주관 <우리 민화 제대로 알기&그리기>
                  (총 6회, 2019. 10. 11~10. 25)

3. 주요 활동 계획 (2019. 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