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학술원 뉴스레터
2020년 제2·3합본호(2020.3~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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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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초청특강

동아시아포럼 전문가초청특강

인문한국(HK+)연구소에서는 학계를 선도하는 중진 및 신진 연구자들의 대표적 성과를
소개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매 학기 ‘동아시아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실시간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지정 토론자를 별도로 섭외
하기도 하였다.
구분

1

특강명

식민지 근대성 이후의
식민지 연구

강연자

소속

권보드래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정종현

인하대학교
국문학과

2

촛불 이후의 문화연구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3

예술과 종교적
에이젼시(Agency)

한유나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토론자

일자

장소

이혜령(성균관대)
이종호(고려대)

07.08

이혜령(성균관대)
김 항(연세대)
조형근(사회학자)

07.10

600주년
기념관
504호,
온라인
(WebEx)
동시진행

07.16

연속 세미나

HK+연구소 Research Cluster

R/C명(책임자)

내용

일자

한국회화사연구,
명화(名畫)의 발견
(고연희)

Alfred Gell의 Agency 개념의 한국회화사 적용 가능성 : 고연희,
김소연, 김수진, 유재빈, 이정은, 서윤정, 김지혜, 김계원 (학생 원세진)

05.23

Northbound!
농촌유산연구회
(정승진)

농촌유산연구회 워크숍 개최(연천군 전곡읍 참게여울)
- 이우형 : 일제식민지 전후 연천의 변화와 시련 : 연천읍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 박용석 : 아름다운 자연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 정승진 : 20세기 연천지역의 사회경제적 기초구조
- 김나연 :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행연사) 기존활동 보고

05.01

- 임상석(부산대) 발제 : 지식의 컨버전스와 대한제국기 잡지
- <함께 쓰는 한국근대문학사> 후속 학술회의 관련 논의

05.29

- 이철호(동국대) 발제 : 『무정』의 층위와 구조
- 동아시아 포럼 온라인 연속 강좌 <번역문학, 그리고 문학사의 경계들>의
진행 시기, 구성, 진행 방식, 기술 문제 등과 관련하여 논의

07.22

송경호 박사논문 『19세기 동아시아의 인권 수용과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천부인권론의 역설』에 대한 토론

05.15

동아시아의 ‘대표’, ‘대의’개념의 수용과 변용문제 및
그 정치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방식에 대한 홍철기 박사의 발표 및 토론

05.29

정전(正典)과
동아시아
지식문화의 근대
(손성준)
근대 동아시아
‘고전(古典)’들의
재인식
(박은영)

국제학술대회

한중국제학술회의, 코로나19 이후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교류

성균중국연구소는 4월 28일 중국 호남사범대학 동북아연구중심, 중국 호남사범대학 외국어
학원과 한중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학술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국제 질서와 동북아 협력 방법’과 ‘코로나19 발생 후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두 세션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일시 : 2020년 4월 28일(화), 11:00~12:40
장소 : Voov 앱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중국 호남사범대학 동북아연구중심
중국 호남사범대학 외국어학원

연구포럼

디지털 아카이브 특강

HK+연구소는 6월 8일과 22일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아카이브 특강을 진행하였다. 동아시아
학술원은 존경각에 소장 중인 다양한 옛 문헌 자료 및 희귀 도서를 디지털 아카이브의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작업을 보다 심화하고자 기획한 이번 특강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본 개념과 운용 방식, 그리고 여러 형태의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한
입체적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포럼

강연 제목

강연자

일자

디지털 아카이브란?

김영식(성균관대학교)

2020.06.08(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김현(한국학중앙연구원)

2020.06.22(월)

제9차 중국사회연구포럼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 중국연구의 새로운 담론 생산과 비판적 성찰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중국사회연구포럼>을 개최해 왔다. 6월 23일 열린 연구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
되었다. 백승욱(중앙대)의 사회로 박철현(국민대), 손애성(고려대), 김현주(성균관대), 조계원
(고려대), 윤종석(서울대), 김도경(한국교원대) 등이 참여하였다.
일시 : 2020년 6월 23일(월), 16:00~18:00
장소 : WebEx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20 유교문화연구소 제1차 월례학술회의

유교문화연구소는 7월 20일(월) 온라인으로 제1차 월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월례학술회의는
유교문화연구소에서 매월 전문가 한 분의 발표로 진행하는 학술 모임이다. 제1차 월례학술회의는
이원석(전남대)의 『고문운동에서 도학으로 - 한훤당 김굉필을 통해 본 조선 전기 유학의 사상적
전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일시 : 2020년 7월 20일(월), 16:00~18:00
장소 : Zoom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워크샵

2020 유교문화연구소 제1회 수요 워크숍 발표회

유교문화연구소는 8월 5일(수) 수요 워크숍 발표회를 진행했다. 정기적으로 유교문화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그간의 학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김세서리아 연구원의 『조선 여성의
유가경전 지식에 대한 여성 철학적 성찰』 발표와 김미영(서울시립대)의 논평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일시 : 2020년 8월 5일(수), 16:00~18:00
장소 : Zoom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국제학술회의

트렌스, 페미니즘 - 김지영을 함께 읽다

HK+연구소는 니혼대학교 문리학부 문학과 미디어 환경연구회와
함께 8월 8일 한일 페미니즘 문학 심포지움을 공동으로 개최
하였다. 『82년생 김지영』과 ‘트렌스, 페미니즘의 현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 진행되었다.
일시 : 2020년 8월 8일(토), 13:00~18:00
장소 : Zoom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일본 니혼대학교 문리학부 문학과 미디어 환경연구회

국내학술대회

한국적 유교 철학은 가능한가?

유교문화연구소는 8월 13일(목) “한국적 유교 철학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2020년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조경란(연세대),
나종석(연세대), 김시천(상지대), 김도일(성균관대), 정종모(안동대), 김윤경(인천대), 이봉규
(인하대) 등이 참여하였다.
일시 : 2020년 8월 13일(목), 13:30~16:30
장소 : Zoom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20 유교문화연구소 2차 월례학술회의

유교문화연구소는 8월 21일(금) 제2차 월례학술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월례
학술회의에서는 안승우 연구원의 「이병헌의 시대적 경전 읽기」가 발표되었다.
일시 : 2020년 8월 21일(금), 16:00~18:00
장소 : Zoom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국내학술대회

근대전환기 국가 권력과 사회 질서

HK+연구소는 8월 25일 <근대전환기 국가 권력과 사회 질서>를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8세기 면리제를 통해 본 국가의 민 파악」, 「근대전환기 ‘민주적’ 향촌 질서의
성장과 ‘근대’에 의한 억압」, 「19세기 후반~20세기 초 한국·일본 협동조합운동 전개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등 다채로운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일시 : 2020년 8월 25일(화), 13:3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04호 및 Zoom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워크숍

2020 유교문화연구소 제2회 정오 워크숍 발표회

유교문화연구소가 새롭게 진행하는 워크숍 발표회 제2회가 8월 26일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
에서는 박영우 연구원이 「주역과 장자의 화용론적 특징」을 발표하였고, 양순자(전남대)의
논평 및 토론이 이어졌다.
일시 : 2020년 8월 26일(수), 10:00~12:00
장소 : Zoom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연구
1. 출판
【단행본】
성균중국연구소 지음, 『인공지능 시대 중국의 혁신』,
지식공작소, 2020.08.14.
성균중국연구소는 그동안 미중관계의 결정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분석
하면서 미중 무역마찰의 본질이 기술패권에 있다는 점을 일찍부터 발신하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이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을 결합
하는 방식으로 미중 게임체인저를 찾고자 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해
왔다. 『인공지능 시대 중국의 혁신』은 그 결실로 나왔다.
【연속간행물】
『대동문화연구』 109집(2020.03)·110집(2020.06)
수록 논문 : http://ddmh.skku.edu/
『중국사회과학논총』 제2권 제1호(2020.04)·제2권 제2호(2020.08)
수록 논문 : http://115.145.133.96/china/#/guide/last-issue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SJEAS) Vol.20 No.1(2020.04)
수록 논문 : http://sjeas.skku.edu/backissue/current_issue.jsp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JCPC) Vol.34(2020.08)
『성균차이나브리프』 8권 2호(2020.04)·8권 3호(2020.07)
수록 논문 : http://kiss.kstudy.com/journal/journal-view.asp?key1=30069&key2=2321

2. HK+ 연구성과(2020. 03 ~ 2020. 08)
고연희 교수
「謙齋 鄭敾, 그 名聲의 근거 검토」, 『대동문화연구』 109(2020.03)
고은미 교수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와 외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 일본사학회 공동학술대회,
<탈경계의 시대와 동아시아 인식의 현재적 지평>, 2020.08.07. / Zoom 온라인

김경호 교수
「秦漢 帝國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과 이해 - 李成珪, 『數의 帝國 秦漢 : 計數 와 計
量의 支配」(大韓民國學術院, 2020)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45(2020.03)
김용태 일반연구원
「錦舲 朴永輔의 글쓰기에 끼친 茶山의 영향」, 『대동한문학(大東漢文學)』 62(2020.03)
박이진 교수
「Re-nationalizing Repatriated Japanese into Post-War Japan : From Imperial
Subjects to Post-War Citizens」,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20 No.1,
APR. 2020
「혼혈아와 전후 일본」,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제5회 워크숍, 2020.07.22.
배항섭 교수
「<특별기고> 이이화의 삶과 민중사 연구」, 『역사비평』 131(2020.06)
「‘근대전환기 ‘민주적’ 향촌질서의 성장과 ‘근대’에 의한 억압 - 조선후기의 ‘민회’와 갑오개혁의
향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국내학술회의, <근대
전환기 국가 권련과 사회 질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2020.08.25.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04호·Zoom 온라인
손병규 교수
「조선후기 거주이동과 혈연적 연대의 관계 － 단성지역 합천이씨
가계들의 호적과 족보 분석을 통해」, 『韓國史學報』 79(2020.05)
「17세기 奴婢戶의 호적등재 - 조선왕조 재정의 관점에서」, 『대동문화
연구』 110(2020.06)
『조선왕조 호적,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
연구원, 2020.05.15.
손성준 연구교수
「옐레나의 비장(悲壯)과 노라의 파탄(破綻) - 한국 근대소설의 주체적 여성상, 그 양가적
계보의 젠더역학」, 『국제어문』 85(2020.06)
「전통지와 근대지의 역학 - 『소년한반도』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대한제국기 잡지와 지식의 현재성>, 2020.08.19. / 부산대학교 인덕관
「세계문학의 번역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 주체/중역/검열」,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
연구소 주최 제13회 서울대학교 관악블록세미나 <번역과 근대 문화>, 2020.08.25. /
Zoom 온라인
이현일 일반연구원
「詩學 교재로서의 百聯抄解」, 『동방한문학회』 83(2020.07)

정승진 교수
「湖南 東津水利組合 사업의 전개과정 - 지역 농민의 존재형태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79(2020.05)03)
조민환 교수
「조선조 유학자들의 광견관에 관한 연구」, 『서예학연구』 36(2020.03)
「허균(許筠)의 ‘제자백가(諸子百家)’ 이해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79(2020.03)
「증점의 욕기영귀에 대한 조선조 유학자들의 견해와 수용」, 『동양예술』 47(2020.05)
「曾點의 ‘狂者’ 성향에 관한 연구」, 『양명학』 57(2020.06)
천정환 일반연구원
『촛불 이후, K-민주주의와 문화정치』, 역사비평사, 2020.05.28.

3. 동아시아학 REVIEW
비교를 통한 새로운 발견, 일국사의 범위에서 벗어나 한층 넓은 시야를 연다

배항섭·이경구 엮음,
『비교와 연동으로 본 19세기의 동아시아』, 너머북스, 2020.2.

서구와 근대가 만든 역사관을 제거하고 동아시아 역사상을
다시 구축하자는 것을 모토로 하여 학계에 신선한 반향을
던져왔던 “19세기의 동아시아” 시리즈, 그 네 번째 책
『비교와 연동으로 본 19세기의 동아시아 -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발견』을 출간했다. 1권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너머북스, 2015),
2권 『동아시아에서 세계를 보면? - 역사의 길목에 선
동아시아 지식인들』(너머북스, 2017), 3권 『19세기 동아시아를 읽는 눈 - 지속과 변화,
관계와 비교』(너머북스, 2017)에 이은 성과로 한국사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한다. 『비교와 연동으로 본 19세기의 동아시아』를 기획하고 책을 엮은 배항섭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와 이경구 교수(한림대 한림과학원)는 제목이 연상하는
것처럼 비교사와 연동하는 동아시아라는 맥락에서 쓴 글들을 모았다. 일국사적 범위를

넘어 서로 연동되는 모습, 그리고 일국사적 현상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은 동아시아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3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모두 9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19세기 한중일의 민중운동에서 폭력의 강도를 비교한 배항섭, 홍대용과 스기타 겐파쿠를
비교한 이경구·이예안(한림대 한림과학원), 류큐와 조선의 족보를 비교한 손병규(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등 매우 흥미로운 논문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배항섭은 동아시아 3국
가운데 태평천국을 비롯한 중국의 민중운동이 인명살상의 강도 면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했다고 한다. 이 차이는 기존의 지배체제나 이념을 완전히 부정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전통적인
화이관이 흔들린 18세기 당시 급진적인 중화 해체의 논의를 펼친 『의산문답』의 홍대용과
『광의지언』의 스기타 겐파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19세기 조선과 일본의 지성계의 향방을
보여주는 시금석이었다.
권내현(고려대 역사교육과)이 조선의 화폐 유통을 한중일 3국 사이의 은 유출입 문제와
연동하여 읽어내었다면 홍성화(부산대 역사교육과)는 범위를 넓혀 청대 강남과 에도시대의
시장경제를 논한다. 모두 비교사적 접근 내지 연동하는 동아시아라는 시각을 탁월하게
보여준다. 홍성화는 19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 3국이 세계시장에 통합되면서도 이후
서로 다른 발전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은 개항 이전부터 출발선 자체가 이미 달랐기
때문이라 한다. 문명기(국민대 한국역사학과)는 일본의 식민지 대만 통치나 만주국, 남경
국민정부의 대륙 통치에서 일종의 연쇄적 성격을 띠며 활용되었던 보갑제를 비교사적으로
살핀다. 일제하 대만에서 ‘성공’한 보갑제가 만주국이나 민국 후기 중국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주목한다.
마지막에 실린 세 편은 중국과 조선 사이의 사유와 담론, 이미지 등이 어떤 식으로
연동되고 상호 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핀다. 조성산(성균관대 사학과)은 연암그룹의 이적
논의와 춘추 의리와의 상관성을 논하는데, 『춘추좌전』, 『호씨춘추전』의 종족적 화이론과
『공양전』의 문화적 화이론을 소개하면서 연암그룹의 이적관은 『공양전』이 가졌던 문화적
화이론에 충실하였음을 밝혀낸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변화에 조응하면서 나온
결과였다. 고연희(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는 중국의 역사 속 인물이 일정한 이미지로
19세기 조선에 전달되는 양상과 영향력을 검토한 글로 역시 한중 간에 연동되는 역사를
다루었다. 이행훈(한림대 한림과학원)은 동아시아 근대 공덕·사덕 담론을 한중일간의
사상적 연쇄라는 맥락에서 분석한 글이다.

교육
한국학연계전공

유학생이 알아야 할 한국학 시리즈 제1권 출간

한국학연계전공 ‘유학생이 알아야 할 한국학 시리즈’ 제작팀은 제1권 『한국 역사 : 전통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4)을 출간하였다. 본 시리즈는 유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주제와 시기 구분에 따라 기획된 것이다. 제1권인
『한국 역사 : 전통편』은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한국 역사를 15가지의 주제와 함께 소개한다.
대한제국기부터 현재까지를 다룬 제2권 『한국 역사 : 근현대편』도 곧 출간할 예정이다.

지역인문학센터

이후의 페미니즘, 『레이디 크레딧』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한국여성문학학회와 공동으로
8월 19일 『레이디 크레딧 :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의
저자 김주희(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와 함께
하는 북토크를 개최하였다. 실시간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
이번 북토크는 금융화를 통해 거대한 산업으로 변모한 오늘날의
성매매를 정치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시간이었다.

동아시아학과

2020년도 1학기 학위 수여

동아시아학과의 바양·채수은 학생이 각각 박사과정,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바양의
박사학위논문은 「이정수(李鼎受)의 『유연록(游燕錄)』 연구」(지도교수 : 진재교)으로서, 1811년
사행에 참여했던 이정수(1783∼1834) 개인의 생애와 가문 배경을 밝힌 다음, 『유연록』의
구성방식과 내용, 글쓰기의 특징 등을 분석한 것이다. 채수은의 석사학위논문은 「윤치호의
유교인식과 근대 이해 : ‘유교 지식인’의 근대 수용과 비판」 (지도교수 : 배항섭)으로서,
19세기 이후 서구근대에 대한 윤치호(1865~1945)의 인식을 고찰하되, 전근대와
근대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근대를 대하는 윤치호의 유교적 시각에 집중하였다.

국제한국학센터(IUC)

Spring Colloquium 한국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

고급학술한국어과정에서는 <한국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 - 외국인 한국학 연구의 성과와
지평>을 주제로 외국인 한국학자들의 한 학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총 6명의 신진 연구자들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후 2020년 고급학술한국어과정
봄학기 수료식이 이어졌다.
① 조이 조이야(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한국 여성 단체의 성격과 부녀국과의 관계
② 일라이 알렉산더(미국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 한국의 성적 소수자와 그들의 정치적 삶
: 정체성과 공간
③ 빅토리아 시로쉬(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의 여성어 연구 실태
④ 안젤라 카(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 :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 분석
⑤ 마리나 코제브니코바(러시아 우랄연방대학교) : 한국 관용어와 속담에 나타나는 동물 이미지의
문화 언어학적 분석
⑥ 올가 벨로콘(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 ‘붉은 아이’가 되어갔던 원동 고려인 : 1920
~30년대 아동 아즈부카/북바리 분석

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09:30
장소 : 성균관대 국제관 4층 90422호
주최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국제한국학센터(IUC)

IUC

Summer Colloquium 한국의 언어 문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급학술한국어과정의 신진 외국인 한국학자 3명이 그동안의 필드워크 및 고급학술한국어
과정의 성과를 결합하여 자신의 연구주제 관련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콜로키움에 이어 2020년
고급학술한국어과정 여름학기 수료식이 있었다.
①빅토리아 시로쉬(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외국어대학교) : 인과관계 문법과 용법에 대한 연구
②안젤라 카(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기업 전략, 기업 가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③마리나 코제브니코바(러시아 우랄연방대학교) : 한국 회화에 등장하는 동물 이미지 분석
일시 : 2020년 8월 13일(목), 10:00
장소 :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408호
주최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국제한국학센터(IUC)

소식
1. 기관
지역인문학센터

지역인문학센터 성과발표회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 HK/HK+성과확산총괄센터의 <지역인문학센터 성과발표회 및
공동학술회의>가 8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동아시아학술원에서는 박은영 연구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동아시아학과

김도형, 장신 박사, 세종대학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조교수로 각각 임용

동아시아학과 졸업생 김도형(일본사상사 전공), 장신(한국근대사
전공) 박사가 각각 세종대학교 조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2020년 3월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일어일문학전공
조교수로 임용된 김도형 박사는 2014년 「가토 히로유키의 초기
정치사상 연구」 (지도교수: 미야지마 히로시)로 박사학위를
좌측부터 김도형, 장신 학우
받았으며, 그동안 동경대학교 리서치펠로우, 영남대학교
BK21+연구교수, 본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교수, 한국일본사상사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
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메이지시기 일본의 계몽주의와 동아시아 비교사상사로서,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MORAL EDUCATION DEBATE OF MEIJI JAPAN」(SCI급), 「근대 일본의
블룬칠리 수용과 한계에 관한 고찰 -가토 히로유키의 경우를 중심으로」, 『입헌정체략·진정대의』
(역서) 등이 있다. 2020년 9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한국사전공 조교수로 부임하게 된
장신 박사는 올해 2월 「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지도교수 : 한기형)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동안 연세대학교 시간강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선총독부 지배정책사,
한국근대언론사 등으로서,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식민지 조선의 금지된 이동 : 이동경찰 연구」,
「유교청년 이유립과 『환단고기』」, 『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공저) 등이 있다.

성균중국연구소

2020-21 KF 공공외교 역량강화 신규선정 대학 업무협약 체결

성균중국연구소는 7월 29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공외교 역량강화 신규선정 대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지린대학, 한국연구재단, 외교부,
서울시 등과 함께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린(吉林)대학과 한중 공공외교연구센터를
공동으로 개소하여 공동학술회의 개최, 전문연구자 및 청년학자 파견, 공동출판 등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KF와 이번 업무협약식을 맺게 되었다.

존경각

소장 자료 <명공묘선육방옹시집>, 서울시 유형문화재 선정

서울시는 8월 13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의 소장 자료 <명공묘선육방옹시집(名公妙選
陸放翁詩集)>을 시 유형문화재 제462호로 지정하였다.
명공묘선육방옹시집은 원·명 양대에 걸쳐 가장
광범위하게 통용되던 육유(陸游, 1125~1210)의
시선집 중에 하나로, 남송의 나의(羅椅, 1214~?)가
가려뽑은 전집(前集)과 송말 원초의 문인 유진옹(劉
辰翁, 1233~1297)이 가려뽑은 후집(後集)을 합친
것이다. 현존본 중에는 유일한 을해자 간본으로 전존
수량이 거의 없고, 동아시아 지식 유통의 측면에서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큰 자료이다.

2. 연구진
김경호(동아시아학술원)
[강연] ‘동아시아 목간 사전의 구성과 편찬 의의 - 《簡牘學大辭典》(吉林大)을 중심으로’,
경북대 인문학술원 HK+사업단 초청 강연, 2020.06.24
[강연] ‘사마천 <사기>에 대한 토론’, NAVER 열린논단, 2020.07.11
김영죽(대동문화연구원)
[강연] 인문학당 상우(尙友) ‘논어집주 원전강독’ 강좌, 2020년 5월~9월(매주 금)/충무로
풍산빌딩 701호
김채식(대동문화연구원)
[강연] 인문학당 상우(尙友) ‘초결가 강독’강좌, 2020년 5~7월(매주 목)/안국역 운현궁
SK허브 오피스텔 A동 824호
[강연] 인문학당 상우(尙友) ‘초서 중급 강좌’ 강좌, 2020년 8~9월(매주 목)/안국역 운현궁
SK허브 오피스텔 A동 824호
배항섭(동아시아학술원)
[강연] ‘19세기 한국민중운동과 토지개혁구상 - 비교사적 접근’, 2020.6.26/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강연] ‘홍명희, 세계문학에서 민중문학으로’,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HK+사업단 초청
강연, 2020.08.06
[선정]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학’ 부문에 『근대문학의 역학들 - 번역
주체·동아시아·식민지 제도』 선정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
[출판] 안대회·민은경·정병설·이혜수 외, 『18세기의 방』, 문학동네,
2020.6.30.

안소라(대동문화연구원)
[강연] 은대학당 경사연구 일반과정 ‘사료로 보는 맹자’ 강좌, 2020년 5월~8월/종로구
내수동 옥빌딩 501호
이승현(대동문화연구원)
[강연] 전통문화연구회 강의 ‘열녀전 선독’, 2020년 7월~8월(매주 금)/낙원빌딩 411호
조민환(동아시아학술원)
[강연] ‘화폐속에 담긴 문화유산’, 강릉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강연, 2020년 7월 9일
최식(대동문화연구원)
[강연] 전통문화연구회 강의 ‘시화로 읽는 한시’, 2020년 7월~8월(매주 수)/낙원빌딩 411호

3. 매체 보도
HK+연구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정신?...제5기 종로 다산학교 운영”, 아시아 경제, 2020.08.26
링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616160132917

“종로구, 다산학교 내달 10일 온라인 개강”, 시민일보, 2020.08.26
링크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0073462379

“종로구, 제5기 다산학교 교육생 100명 모집”, 뉴시스, 2020.08.26 등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042671

고연희(동아시아학술원)
“영월 전국민화공모전”, 프레시안, 2020.08.27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148175

신정근(유교문화연구소장)
“‘자기주도적 사고로 코로나19 위기를 넘자’”, 한국일보, 2020.05.21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98431 등

“[문화소식] 문화재청 전국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연합뉴스, 2020.05.25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5121500005?input=1195m

“강남구립못골도서관, 박혜성·길은영·신정근·김경집의 “그림이 묻고, 고전이 답하다” 2기
개강”, 한국강사신문, 2020.06.24
링크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30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장)
“조선일보 문화면 ‘말모이 100년, 내가 사랑한 우리말[28] 뒤죽박죽’”, 조선일보, 2020.04.29
링크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9/2020042900263.html?utm_source=naver&utm_
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칼럼] ‘코로나 이후’ 韓中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서울경제, 2020.03.03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3704037 등

“[한중 비전 포럼] “중국 견제 반보조금 협약, 한국도 가입해야”, 중앙일보, 2020.04.01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3704037 등

[이희옥의 한반도평화워치] 남·북·중 의료 협력, 남북 관계 돌파구 될 수 있어, 중앙일보,
2020.04.21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994446

[2020 금융CEO 포럼] 이희옥 교수 “코로나 대혼란기…중국의 변화, 한국에 메시지”, 에너지경제,
2020.04.29
링크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96812

[한중비전포럼] “현안별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국익이 열쇠”, 중앙일보, 2020.07.15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3017674

“美·中 체제전쟁 폭풍속 줄타기 강요받는 한국”, 동아일보, 2020.07.21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00007

“美·中이 민폐인 마이너스 G2시대…韓, 아세안국가와 전략적 연대를”, 매일경제, 2020.07.28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624343

“KF, 공공외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연합뉴스, 2020.07.29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78289

“미중갈등 속 방한하는 양제츠...“中에 한반도 비핵화 역할 주문해야””, 서울경제, 2020.08.20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785912

[한중수교 28주년 좌담회] 시진핑 방한, 한중 관계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야, 아주경제, 2020.08.21
링크 http://www.ajunews.com/view/20200820134123811 등

임태승(동아시아학술원)
“성균관, 성균관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한 교류협약 체결”, 유교신문, 2020.08.19
링크 http://www.cfnews.kr/news.aspx/34529

조민환(동아시아학술원)
“한평생 서예 외길…조선후기 명필 재조명”, 전라일보, 2020.07.14
링크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143

“전주역사박물관, 창암 이삼만 특별전과 전주학 학술대회 개최”, 전북도민일보, 2020.07.14. 등
링크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505

진재교(동아시아학술원)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사업단, 국내 학술대회 ‘전근대 지식 집단의 형성과 집단 지식의
성격’ 개최”, 한국강사신문, 2020.06.12.
링크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49

천정환(동아시아학술원)
“3월 6일 학술 새 책”, 한겨례, 2020.03.06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488286

“출협-성균관대, ‘대학생 출판 콘텐츠 아카데미’ 업무협약 체결”, 교수신문, 2020.04.13
링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0060

4. 주요 활동 계획

(2020.9 ~ 2020.12)

《지역인문학센터》 종로다산학교, <르네상스적 인간, 다산>(총 10강)(9월~11월)
《HK+연구소》 온라인 동아시아포럼, <근대 동아시아 담론장의 재구축과 확장>(9월~12월 월 1회)
《성균중국연구소》 2020년 제3차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인 포럼”(9월~11월)
《지역인문학센터》 정독인문학 - 동아시아, 역사를 읽는 시간(총 8강)(10월~11월)
《대동문화연구원》 학술회의 <개벽의 백년 백년의 개벽 - <개벽>으로 다시 여는 매체인문학 연구의
새 지평>(10월 10일 / 온라인 진행)
《지역인문학센터》 우리민화 제대로 알기&그리기(총 8강)(10.16~10.30 / 가회민화박물관)
《대동문화연구원》 『滄溪集』 완역 기념 학술대회, 「滄溪 林泳의 생애와 사상」
(10월 30일 /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국제한국학센터(IUC)》 온라인 한국학 특강(10월~11월)
《대동문화연구원》 강연 <동아시아 문헌학의 신지평 - 資料와 還流, 書目과 收藏>
(11월 14~15일 / 온라인)
《대동문화연구원》 석정 이정직 서거 110주기 학술대회 <석정 이정직 학문 예술의 학술사적
위상>(11월 19일 / 국립전주박물관 강당)
《HK+연구소》 학술회의 <한국회화사의 성찰 : 미술과 정치(가제)>(2020년 11월)
온라인 동아시아포럼, <번역연구와 한국문학사>(11월 총 6강)
학술회의 <노동, 젠더, 세대II>(2020년 12월)
학술회의 <20세기 한국인에게 중국은 무엇이었나?>(2020년 12월)
학술회의 <상상과 시각적 표상 I>(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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