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학술원 뉴스레터
2020년 제1호 (2019.1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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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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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초청특강

동아시아포럼 전문가초청특강

인문한국(HK+)연구소에서는 학계를 선도하는 중진 및 신진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매 학기 ‘동아시아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심재우 교수가 담당한 본 특강은 2019년 9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진행된 2019년도 2학기 동아시아 포럼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발표자

소속

심재우

한국학
중앙연구원

집중강좌

내용
법학자 정약용의 삶과『흠흠신서』읽기

일자

장소

12.06

600주년
기념관
504호

동아시아포럼 한국학 연속특강

HK+연구소와 국제한국학센터(Inter-University Center, 이하 IUC)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고급 학술 한국어 및 한국 현대사 연속 특강을 개최하였다. 1월 7일부터 1월 30
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 본 특강은 보고서 및 논문에 적합한 학술적 표현과 한국
현대사를 담은 영화와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구분

강연자

허선회
고급
학술 (동아시아학술원
한국어 IUC 전임강사)

미디어를
정회정
통해 본
(동아시아학술원
한국
IUC 주임교수)
현대사

내용

일자

한국어의 구어와 문어 차이

01.07

한국어의 유사문법 차이를 통한 고급 문장 표현

01.09

학술텍스트 강독을 통해 학술적인 글의 구조와 특징 이해하기

01.14

목차 구성을 위한 명사형 문장 쓰기

01.16

주장의 강약 조절 : 학술 텍스트의 헤지 표현

01.21

연구 윤리란 무엇인가?

01.23

표절 예방을 위한 패러프레이징 전략

01.28

표절 예방을 위한 요약 전략

01.30

영화 <지슬>을 통해 본 제주 4.3사건

01.08

영화 <효자동 이발사>를 통해 본 현대 정치사

01.15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본 한국 경제 발전사

01.22

영화 <1987>을 통해 본 민주화 운동사

01.29

장소

국제관
307호

연속 세미나

HK+연구소 Research Cluster

R/C명(책임자)
19세기의
동아시아
(배항섭)
한국회화사연구,
명화(名畫)의
발견(고연희)

Northbound!
농촌유산연구회
(정승진)

정전(正典)과
동아시아
지식문화의 근대
(손성준)

근대 동아시아
‘고전(古典)’들의
재인식
(박은영)

연속 세미나
구분

내용
유바다(고려대) 발표 : 조선의 속국 지위에 관한 고찰

12.12

국내학술회의 개최 : 호적(戶籍) 작성의 원리와 사회현상

02.14

연구 주제 ‘한국회화와 AGENCY’에 대해 논의

01.06

3월 27일 예정 학술회의 <한국의 농촌유산과 에코뮤지엄> 발표자 예비 모임

01.18

연천, 포천 답사
: 충목단 탐방, 답사자료 발표(함영대)/서성선생묘 방문, 구두 설명
(정명현)/영북면의 한국전쟁 유적지 답사, 구두 브리핑(이우형)/관인면소
및 관인중고 방문, Sunburst Village 개황 보고(이우형)/관인중고 기념관
에서 회의 진행, <남북 평화 공유공간의 확대> 브리핑(정승진) 등

02.15

- 손성준 발표 : 식민지 조선의 번역 주체와 일본어
- 11월 학술대회 성과 및 과제에 대한 검토
- 2020년도 후속 연구의 방향성에 논의

12.30

- 강용훈(인천대) 발제 : 한국 근대문학 비평사 연구의 형성과 운동하는
문학(비평)사
- 초청 특강 후보 검토

02.04

『The Age of Visions and Arguments_Parliamentarianism\
and the National Public Sphere in Early Meiji Japan』
(Kim Kyu Hyu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제1장 발제 및 토론

12.02

앞의 책, 제2~3장 발제 및 토론 진행

12.30

『왕도와 혁명사이』(野口武彦, 筑摩書房, 1986) 제3장 번역과 토론

01.10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야마무로 신이치/정선태 윤대석 옮김,
2018, 소명출판) 발제 및 토론

02.03

대동문화연구원 연행록팀 연구자 콜로키움

책임자

내용

제74차
제75차
제76차

일자

이희목

강호보 『桑蓬錄』 번역

일자

장소

2019.12.18(수)

600주년기념관 405호
장소
대동문화연구원 회의실

2020.01.22(수)

600주년기념관 402b호

2020.02.26(수)

온라인 회의를 통해 번역문
공유 및 수정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기록과 표상

HK+연구소는 제1회 신진학자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기록과 표상’을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동아시아학을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의 최신 연구는 물론, 동아시아학과 소속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동아시아학술원의 교수진들도
사회자 및 토론자로서 함께 하여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신진학자 국제학술대회는
정례화될 전망이다.
일시
장소
주최
후원

:
:
:
:

2019년 12월 5일(목), 10:00~18:00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5층 501호, 600주년기념관 6층 504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한국연구재단

국내학술대회

중국의 변화와 미중관계

성균중국연구소는 8번째 미중 관계 집중세미나의 일환으로 중국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을
대표하는 옌쉐통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을 초청하였다. 옌쉐통 원장은 “미중 경쟁이
냉전을 초래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미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대사)의 집중토론이 이어졌다.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10: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경제관 208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재단법인 여시재

국내학술대회

연행록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대동문화연구원은 연행록 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2016년부터 중국 남경대학교와 공동으로
연행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제1회 ‘연행록을 읽는 몇 가지 시선’ / 제2회 ‘연행으로
본 한중 관계’ / 제3회 ‘동아시아 사행기록의 면모와 특징’) 중국 남경에서 개최된 제4회
학술대회에서는 『淸心丸으로 읽는 연행록』, ｢對清使行의 북경 탐방 공간에 대한 연구』,
｢秋史 金正喜가 연행에서 남긴 자료 3종』 등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산물로서 연행록의
가치를 재조명한 발표와, 『<善本燕行錄交點本 시리즈> 협력 방안』 등 한·중 연행록
자료의 집대성에 대한 발표가 다채롭게 이어졌다.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08:30~18:15
장소 : 중국 남경 선림대학성(仙林大學城)
주최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남경대학교 역외한적연구소

공동세미나

중국의 제도와 거버넌스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 푸단대학교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과 함께 공동세미나 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의 제도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정치와 국제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
되었다. 중국 상하이 정치학계를 이끄는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중국의 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깊이 있고 포괄적인 내용이 논의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13: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11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푸단대학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재단법인 여시재

국내학술대회

명화(名畫)의 발견 대가(大家)의 탄생

HK+연구소와 대동문화연구원은 12월 13일 ‘“명화의 발견 대가의 탄생” : 한국회화사를
돌아보다’를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의
고연희 교수의 『겸재 명성의 증거 검토』 등 중진학자 6명의 발표와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13: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대동문화연구원

워크샵

2020년도 HK+연구소 동계 워크샵

HK+연구소는 3차년도 사업의 방향성 및 세부 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동계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샵에서는 HK+아젠다 구현을 위한 3차년도의 과제, 2차년도 예산
결산, 신규 팀을 포함한 9개의 R/C 운용 계획, 출판계획, 3차년도 동아시아 포럼 구성,
20주년 기념 행사 준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일시 : 2020년 2월 11일(화), 13:30~17:30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2회의실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국내학술대회

노동·젠더·세대: 매체, 권력, 운동으로 보는 반세기의 요동

HK+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함께 12월 20일, 21일 양일간 ‘노동·젠더
·세대: 매체, 권력, 운동으로 보는 반세기의 요동’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
하였다. 20일 제1세션은 ‘세기를 건넌 노동과 젠더(1)’, 제2세션은 ‘민중·민족의 재현과
“실천”하는 문학의 시대(1)’를 주제로, 이어서 21일 제1세션은 ‘민중·민족의 재현과 “
실천”하는 문학의 시대(2)’, 제2션은 ‘세기를 건넌 노동과 젠더(2)’를 주제로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21일(토), 10: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내학술대회 1960-70년대 냉전 문화를 읽다
동아시아학술원에서는 1월 31일 ‘1960-70년대 냉전 문화를 읽다’를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60~70년대 초반 한국 냉전문화사의 여러 지층을 재탐색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한국 냉전문화 연구의 가능성과 전망을 타진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 기획되어 그동안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특히 의미가 깊었다.
일시 : 2020년 1월 31일(금), 12: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국내학술대회 호적(戶籍) 작성의 원리와 사회현상
HK+연구소는 ‘호적 작성의 원리와 사회현상’를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 송양섭 교수의 『茶山丁若鏞의 호구운영론 -‘牧民心書’기록을
중심으로』, 고려대 권내현 교수의 『성장과 차별, 조선후기 戶籍과 身分』이 진행되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성균관대 손병규 교수의 『奴婢戶의 호적 등재 -조선왕조 재정의
관점에서』와 서울대 김건태 교수의 『조선후기 戶籍大帳의 戶口差定 원리–彦陽 家座
成冊을 중심으로』가 발표되었다.
일시 : 2020년 2월 14일(금), 14:00~18: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연구
1. 출판
신간

『중국의 당국가체제는
어디로 가는가』,
천밍밍 지음,
성균중국연구소 기획,
이희옥·김현주 옮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12.16.

『국제정치의 사회적 진화』,
탕스핑 지음,
성균중국연구소 기획,
이희옥·양철·강애리
옮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12.16.

2019 대동문화연구원
영인총서
『박영보전집』 1-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12.31.

『현대중국정치』,
린상리 지음,
성균중국연구소 역자,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02.07

『반림영화(泮林英華)』 (간기 2019.10 / 보급
2020.02)
대동문화연구원 발행 영인총서 특별판. 한지
선장본 100부/미색지 선장본 100부. 국내외
학자 증정용(비매품)

연속간행물

『대동문화연구』
108집(2019. 12)
- 수록 논문 :
http://ddmh.skku.edu

2. HK+ 연구성과

『성균차이나브리프』
8권 1호(2019.12)
- 수록 논문 :
http://sics.skku.edu/
bbs/board.php?tbl=
korean&gr_id=4010

(2019. 6 ~ 8)

고연희 교수
「그림으로 그려진, 한국 고전 시문학」, 『한국시가연구』 49(2020.01)
「19세기 ‘地球’와 ‘世界’에 대한 시각적 인식 -集玉齋 수입서적 地球說略을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1(2019.12)
『비교와 연동으로 본 19세기의 동아시아』(※공저), 너머북스, 2020.02.21
김용태 일반연구원
「시문 수창을 통해 본 騎牛子 李行의 삶과 문학」, 『대동문화연구』 108(2019.12)
박은영 연구교수
『近代轉換期日本女性的政治參與與自我認識：以新島八重為中心｣,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중산대학 역사학과(亞洲史研究工作坊) 공동 국제학술대회 <16世紀以
来的東亞社會與女性>, 2020.01.08~01.13/중국 광저우 중산대학
「1919년 『요미우리신문』의 조선 관련 보도의 특징」, 『코기토』 90(2020.02)
박이진 교수
「일본의 황후 표상과 젠더 -천황가의 이미지 정치와 황후의 역할」, 『대동문화연구』,
108(2019.12)
「메이지 황후의 부각과 이미지화 -1869~1894년 근대국가 입헌황후로서의 표상」,
『일본문화연구』 73(2020.01)
『여제의 일본사 : 여성권력자의 계보를 따라 일본을 다시 읽는』(공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01.08

배항섭 교수
「19세기 동아시아 민중운동과 여성의 참여」, 『역사교육』, 152(2019.12)
「19世紀東亞民間宗教與女性參與」, 동아시아학술원·중산대학 역사학과
공동 국제학술대회 (※상동)
『[19세기의 동아시아 4] 비교와 연동으로 본 19세기의 동아시아
(※공저), 너머북스, 2020.02.21

』

손병규 교수
『비교와 연동으로 본 19세기의 동아시아』(※공저), 너머북스, 2020.02.21
손성준 연구교수
「중역(重譯)의 죄: 식민지 조선의 번역 주체와 매개로서의 일본어 인식」, 한국비교문학회 60
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외국어에 대하여>, 2019.12.07/성균관대학교
「『태극학보』의 "역사담" 번역과 그 정치적 지향: 개신교와 『태극학보』의 연관성 시론」,
『한국문학연구』 61(2019.12)
『한국근대문학의 변경(邊境)과 접촉지대』(※공저), 보고사, 2019.12
「번역의 발화, 창작의 발화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에서 번역(주체)의 자리」,
『현대문학의 연구』 70(2020.02)
「중역(重譯)의 죄: 식민지 조선의 번역 주체와 매개로서의 일본어/일본문학」,
『비교문학』 80(2020.02)
이현일 일반연구원
「대학교 전공 한시(漢詩) 강의 현황 및 개선을 위한 제언」, 『한문교육연구』 53(2019. 12)
『한국 산문선: 근대의 피 끓는 명문』(※공역), 민음사, 2020.01.10
임우경 교수
「중국혁명과 노라, 그리고 여성문학사: 딩링과 장아이링을 중심으로」, 한국일본문학회 2019
년 추계 학술대회 <전후 동아시아 여성서사는 어떻게 만날까>, 2019.12.20. / 인천대학교
「‘탈냉전’ 시대 동아시아 북방학의 가능성」, 『대동문화연구』 108(2019.12)
정승진 교수
보고서 출간, 『포천의 농촌유산과 에코뮤지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12
「20세기 포천(抱川) 조합제도의 장기사적 전개」, 『사림』 71(2020.01)
진재교 일반연구원
「평화체제를 향한 남북한의 고전문학사 인식」, 『한국한문학연구』 76(2019.12)
「『금화경독기』연구 -19세기 학술 필기의 한 전형」, 『민족문학사연구』 71(2019.12)
「『瀟湘八景의 轉變과 서울의 八景詩』, 『고전문학연구』 56(2019.12)

3. 동아시아학 REVIEW
손성준, 『근대문학의 역학들 –번역 주체 · 동아시아 · 식민지 제도』
(소명출판, 2019.10.31)

『근대문학의 역학들–번역 주체·동아시아·식민지 제도』
는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전개를 ‘번역 주체의 복합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제목에서 나타나듯,
이 책은 기본적으로 ‘번역 주체/동아시아/식민지 제도’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한국 근대문학을 주조한 동력이자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논구하고 있다. 물론 이들
각각은 이미 한국학계에서 낯선 연구 주제가 아니지만,
저자는 이 요소들을 선행 연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결국 그 역학들을 한국 근대문학사의 본질로
환원해낸다.
『근대문학의 역학들』의 차별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번역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통해’ 말한다. 이 책의 기조는 번역이야말로 창작을 이해하는 열쇠이며, 창작을
경유할 때에야 번역의 이유도 명확해진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첫 키워드인 ‘번역
주’는 곧 번역을 체험한 ‘창작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들이 번역과 창작이라는 복합적 실천
속에 놓여 있었다면, 진정한 ‘그들됨’ 또한 두 영역에서 고루 관찰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의 문학 연구가 문인들의 번역 활동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경향과, 기존의 번역문학 연구가 번역자 및 번역 텍스트에만 집중되어 있던 경향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둘째, 번역과 창작의 연관성이라는 테마를 ‘동아시아’ 차원에서 조망한다. 근대문학의
형성기와 첫 융성기를 선도·선점했던 이들이 번역과 창작을 병행한 것은 동아시아적
현상이었다. 저자는 그동안 동아시아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던 ‘비실체성’과 ‘국경의 재확인’
등에 매몰되지 않는 새로운 동아시아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이 책이 서구 근대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변용했던 한·중·일의 공통 구도에 착안했기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동아시아 번역장’이라는 통합적 개념을 제시하는 한편 그 개별
번역 공간의 흐름을 상호 비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연쇄적 번역, 곧 중역(重譯)을 통한
텍스트의 횡단 과정을 검토하여 ‘실증적 동아시아학’의 한 유형을 선보이고 있다.
셋째, 번역(중역)과 창작, 그리고 ‘식민지 제도’가 만드는 다중 역학의 분석을 시도한다. 즉,
저자가 ‘검열’을 주목하는 방식은 상기 두 가지 차별점 위에 혼합되어 있기에 또 다른 차이를
만들고 있다. 검열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문학장의 형태, 즉 번역 및 창작의 탄생과
직결되어 있는 제도적 조건이었다. 동아시아 3국에서 뚜렷한 편차를 보이는 검열의 기조나
작동 방식은 곧 각국 문학사가 전혀 다른 존재 양상을 보이는 핵심적 이유였다. 그러나
급속도로 축적되고 있는 다방면의 검열 연구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니 번역-창작-검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한국 근대문학사가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랜 시간 근대문학
연구 및 문학사의 서술 방식은 결과물로서의 ‘작품’이나 그 생산주체인 ‘작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그들의 존재를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문제 삼는다. 그리고 그 이면을 본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작가’들은 동아시아
번역장을 유통 경로로 한 중역의 주체이자 식민지의 피검열자였고, 이 책의 다양한 분석이
드러낸바, 당연히 그들의 ‘작품’ 내에는 그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이 구도라면 한국
근대문학사를 굳건하게 지탱하던 존재들은 돌연 낯선 분석 대상이 된다. 나아가, 중국이나
일본 문학사를 동일한 방법론으로 재조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대문학의 역학들』이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근대문학사 서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교육

지역인문학센터

재동초등학교 인문교육프로그램 ‘한자와 생활’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12월 19일 2019년도 2학기 제동초등학교 인문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커리큘럼을 마무리하였다.

동아시아학과

제1회 신진학자 국제학술대회 발표

HK+연구소는 차세대 연구자들의 학술적 교류와 동아시아학 각 분야의 심화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제1회 신진학자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기록과 표상’을 개최하였다. 한국·중국·일본
·베트남 등 4개국의 신진학자들이 초청된 본 학술대회에서, 동아시아학과의 대학원생은 총 14
명(안다미, 안승환, 김유빈, 신영미, 대선, 채수은, 김효은, 곽성용, 문대인, 범티흐엉, 왕미소,
박시언, 김이경, 김수용)이 발표자로 참가하였다.

IUC

2019 Fall Colloquium

IUC는 2019년도 가을학기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외국인 동아시아학 연구의 지평과
한국학 연구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본 콜로키움은 고급학술한국어과정의 외국인
한국학 연구자들이 한 학기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다음과 같은
주제로 총 4명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1) 빅토리아 시로쉬(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외국어대학교): 예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가능성 연구–자막 분석을 중심으로
2) 서자냐 산따남(인도 마드라스첸나이대학교): <마누법전>과 <여사서>를 통해 본 인도와
한국의 여성 비교
3) 올가 벨로콘(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1920~1930년대 원동 고려인들의
현실과 환상
4) 조이 조이야(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한국여성운동사 문헌 검토 -‘외부녀국’ 활동을
중심으로(1945-1960)
일시 :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504호
주최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

소식
1. 기관
《존경각》 소장 자료 <선조 기축년사초>, 서울시 유형문화재 선정
서울시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의 소장 자료 <선조
기축년사초(宣祖 己丑年史草)>를 시 유형문화재 456호로 지정
하였다. 선조 기축년사초는 선조 22년인 1589년 기축년(己丑年)
7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승정원(承政院)을 통해 처리된
왕명의 출납과 행정 사무 등의 기록이다. 승지나 대간(臺諫) 등이
올리는 계사(啓辭·임금에게 올리는 글)와 그에 대한 임금의 전교(
傳敎·임금의 명령), 경연(經筵)에서 군신(君臣)이 논의한 대화,
신하들의 헌의(獻議·신하들이 논의한 결과를 임금에게 올리는
것) 등 국정 내용이 담겨 있다.

《SJEAS》 영문저널 편집장 간담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이 간행하는 A&HCI 등재지 ‘SJEAS(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의 편집장 로스 킹(Ross King) 교수(UBC 동아시아학과)는 12
월 26일에 열린 동아시아학술원 교수들과의 간담회에서 SJEAS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성균중국연구소》 공자 한화상석 탑본 전시회
성균중국연구소는 지난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본교 중앙학술정보관에서 공자 한화
상석(漢畵像石) 탑본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019 한국·중국 문화의 해 폐막식의
일환으로 성균중국연구소, 주한중국문화원과 산동성문화여유청이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 전시를 통해 한중 양국에 대한 이해와 민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일시 : 2019년 12월 5일~23일
장소 :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주한중국문화원·
산동성문화여유청

2. 연구진
이현일(동아시아학술원)
[강연] 『자하 신위의 문예관과 자하가 교유한 우리 화가들』, <(자하 신위 탄생 250주년 기념
서화전) 자줏빛 노을에 물들다> 전시 연계 강연, 2019.12.18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소강당
신정근(유교문화연구소)

이상아(대동문화연구원)

[출판]

[출판]

『중용 -중용이란 무엇인가』,
신정근 지음,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12.31

김이안 지음, 이상아 옮김,
『삼산재집』 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12.31

이성민(대동문화연구원)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

[출판]

[출판]

김조순 지음, 이성민 옮김,
『풍고집』 1-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12.31

서재필 외 지음, 안대회·
이현일 외 옮김, 『한국
산문선: 근대의 피 끓는
명문』, 민음사,
2020.01.10.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
[출판] 안대회·김세호·박현순·정재훈·조영준, 『성균관과 반촌』, 서울역사박물관, 2019.12.31
김영죽(대동문화연구원)
[강연] 인문학당 상우(尙友) 강좌 ‘『논어집주』 원전강독’, 2020.01.10~2020.03.21 /
충무로 풍산빌딩 701호
김채식(대동문화연구원)
[강연] 인문학당 상우(尙友) 강좌 ‘초서 중급 강좌’, 2019.12.02~2020.04.06 / 충무로
풍산빌딩 701호
[강연] 인문학당 상우(尙友) 강좌 ‘고간찰(古簡札) 입문’, 2019.12.13~2020.02.21
/ 충무로 풍산빌딩 701호

하영휘(동아시아학술원)
[인사] 정년 퇴임 만찬 및 기념회 / 2020.02.11

3. 매체 보도
유교문화연구소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설립 20주년 학술회의 ‘2019년 백가쟁명’ 개최”, 중앙일보,
2019.12.03
링크 https://news.v.daum.net/v/20191203174953340

존경각
“‘선조 기축년사초’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조선왕조실록 보완 가능”, KBS, 2019. 12.05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7330&ref=A

성균중국연구소
“성균중국연구소, 중국 정치학자 연구서 2권 출간”, 연합뉴스, 2019.12.23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3052500005?input=1195m

“코로나 시험받는 중국 정치·경제의 앞날은”, 중앙일보, 2020.02.08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00859

[신간] 현대중국정치·정치적 정서, 연합뉴스, 2020.02.10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9049800005?input=1195m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이희옥칼럼] 소강상태 한중관계를 벗어나는 법, 서울경제, 2019.12.03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XJ3QR2Z

“김정은은 과연 ‘레드라인’을 넘을까”, KBS NEWS, 2019.12.09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9581&ref=A

[이희옥 칼럼] 2020년 ‘중국의 길’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서울경제, 2020.01.07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JZNKVJ9

“미·중 패권경쟁에 4不(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불가예측성) 더 커져”, 주간동아,
2019.12.21
링크 https://weekly.donga.com/3/all/11/1932181/1

[이희옥의 한반도평화워치] 한반도 정세 소강상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중앙일보, 2020.02.07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496392

박은영(동아시아학술원)
KBS 1TV 다큐세상 <3.1절 특집: 130년간의 한국사랑-마포삼열과 그의 아들들>
출연(2020.02.28)
배항섭(동아시아학술원)
[신간] 일본 작가들 눈에 비친 3·1 독립운동, 연합뉴스, 2020.02.28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8051400005?input=1195m

안대회(대동연구문화연구원장)
책소개 “시평보유”, 교수신문, 2019.12.03
링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71

[책의 향기]불신의 시대, 포용과 대화로 변화를 꿈꾸다, 동아일보, 2019.12.28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7/98990708/1

“봄비처럼 고요하게 너에게 가고 싶은 내 마음”, 레디앙, 2020.01.09
링크 http://www.redian.org/archive/140048

“장지연·서재필 등 구한말 지식인들의 名文”, 한국경제, 2020.01.16
링크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1162036i

“신문을 보면 새 지각과 새 학문이 생길 것”, 조선일보, 2020.01.18
링크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8/2020011800037.html?utm_source=
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세기의 피끓는 名文”, 매일경제, 2020.01.19
링크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1/61677/

“한국인의 피를 끓게 한 39편 근대 명문”, 국제신문, 2020.01.30
링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200131.22018011134

“백여 년 전 사람들의 놀랍도록 치열하고 솔직한 글”, 교수신문, 2020.02.03
링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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