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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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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명(책임자) 내용 일자

19세기의
동아시아
(배항섭)

[강연] 조선대 재난인문학 연구단과 공동 세미나, “19세기의 동아시아”,
         ZOOM온라인
[강독/비평]
- 필립 큔 저, 윤성주 옮김, 『중국 현대국가의 기원』, 동북아역사재단,
   2009 (2021년 12월)
- 미야지마 히로시/기시모토 미오, “동아시아 소농사회론”(2022년 1월) 
- 이가라시 다카요시 외 지음, 최현 외 옮김, 『현대총유론』, 진인진,
   2016(2022년 2월)  

21.12
~

22.02 

정전과 동아시아 
지식문화의 근대

(손성준)

임상석(부산대) : 정전과 교과서 
                        -『중등교육 조선어급한문독본』 권5에 대하여

21.12.30

손성준(성균관대) : 문학사 다시 읽기/쓰기 
                           -심훈 소설에서의 식민 통치 비판

22.02.22

근대 동아시아 
고전들의 재인식

(박은영)

「정치사상적 위기와 민족적 성공 기억의 조형으로서의 ‘역사’」발제 및 토론 22.01.05

「서양을 번역하다: 19세기 동아시아 번역자들의 고뇌」발제 및 토론 22.01.12

「정치의 번역, 번역의 정치」발제 및 토론 22.02.17

활동

HK+연구소 Research Cluster연속 세미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중국역사연구원 

고대사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12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었다. 본 학회에서는 출토자료와 전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문사 전통을 해석하는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일본의 전통과 문화정신까지 아우르는 

동아시아 문화 전체에 관한 학술회의였다. 

출토자료와 典籍으로 본 동아시아 文史傳統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포럼 
<코로나가 만드는 세계> 시리즈 2, “포스트냉전과 팬데믹"

초청특강

HK+연구소가 주최하는 <코로나가 만드는 세계>의 여섯 번째 강의는 조경희 교수(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의 “포스트냉전과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이로 인한 포스트냉전 시대의 도래를 다룬 본 강연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19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 일시  2021년 12월 3일(금)~12월 4일(토)

● 장소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학술회의실Ⅰ B102호,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中國歷史硏究院 古代史硏究所,

           경북대 인문학술원 HK+사업단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한문학과 BK21FOUR 사업팀,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18~19세기 한문학의 정통과 이단>이 개최되었다. 모두 10

명의 발표자가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있었던 문체반정, 문자옥, 이학의 금지에 관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다양한 방면과 한문학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논하는 자리였다.

●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 12월 17일(금)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한문학과 BK21FOUR 사업팀,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18~19世紀 東亞 漢文學의 正統과 異端국제학술회의



현대중국학회와 성균중국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하는 동계학술회의가 지난 12월 20일, 

온라인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2021년 중국의 정세평가 및 2022년의 전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미중 갈등, 대만과의 양안관계 등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갈등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펼쳤다. 특히 정치, 외교, 사회, 경제의 4가지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 일시  2021년 12월 20일(월) 15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현대중국학회

2021년 중국 정세평가 및 2022년 전망국제학술회의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과 중국 호남사범대학교 동북아연구중심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중 동아시아 고전학 연구가 지난 1월 7일 금요일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2019년에 이어 두 

기관이 두 번째로 개최한 공동 국제학술회의였다. 3개의 섹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한중 교류를 다루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연구자들이 발표와 지정토론을 국적별로 다르게 담당하여 적극적인 학술 교류가 이루어졌다. 

신진연구자들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돋보인 학술행사로 평가받기도 했다.

● 일시  2022년 1월 7일(금), 10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호남사범대학교 동북아연구중심·

           호남사범대학교 외국어학원

한중 동아시아 고전학 연구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포럼 
<코로나가 만드는 세계> 시리즈 2 “중국의 코로나와 젠더"

초청특강

HK+연구소는 <코로나가 만드는 세계> 시리즈2의 마지막 초청특강으로, 성공회대 김미란 

교수의 “중국의 코로나와 젠더”를 개최하였다. 김미란 교수는 최근 방역에 성공하였다고 

평가하는 중국의 코로나 정책의 진실과 그 정책 속에서 젠더이슈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논하였다. 

● 일시  2022년 1월 18일(화), 19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가 주최하는 국내학술회의, “해방기 국민됨의 요동: 

경계, 젠더, 언어”가 1월 20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방기 사상의 경계에 있었던 

인물들의 월경과 사상의 전향, 그리고 당시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상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다. 

● 일시  2022년 1월 20일(목), 13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해방기 국민됨의 요동: 경계, 젠더, 언어국내학술회의



제5회 시시탐탐으로 임우경 교수의 “‘중국성’이란 

무엇인가?”가 개최되었다. 임우경 교수는 김영민 교수의 

저작 『중국정치사상사』(2021)를 바탕으로 하되, 중국의 

정치와 사상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통찰하고 과거와 

현재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 일시  2022년 1월 25일(화), 12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제5회 시시탐탐 "'중국성'이란 무엇인가?: 김영민 [중국정치사상사]
(2021)의 도전과 동아시아학의 가능성"

연속특강

대동문화연구원은 2022년도 연행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연행록과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전근대 한중 국제 

관계의 핵심 시스템이었던 연행의 문화교류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침부터 시작된 

20여 명의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의 열띤 회의는 

저녁이 되어서야 끝을 맺었으며, 여러 관계자, 학자,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연행록 국제학술대회는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과 

남경대 역외한적연구소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이번 회의로 제5회를 맞았다. 

● 일시  2022년 1월 20일(목), 10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남경대학 역외한적연구소, 

           성균관대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한문학과 BK21 FOUR 사업팀

연행록과 동아시아 문화교류국제학술회의



제6회 시시탐탐으로 배항섭 배항섭 교수의 “근대 전환기 민중사 연구를 다시 생각한다”가 

개최되었다. 배항섭 교수는 반봉건 이데올로기와 근대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와 같이 우리 

일상에 깊게 뿌리내린 고정관념을 비판하며,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일자  2022년 2월 8일(화), 12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제6회 시시탐탐 “근대 전환기 민중사 연구를 다시 생각한다”연속특강

제7회 시시탐탐에서는 장무후이 교수가 강의자로 나섰다. 

장무후이 교수는 “한중일 3국의 협력 현황과 전망”

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3국 협력이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 요인을 분석하고, 3국 협력체제가 성립되기 위한 

비전을 모색하였다.

● 일시  2022년 2월 15일(화), 12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제7회 시시탐탐 "한중일 3국 협력의 현황과 전망"연속특강



성균중국연구소에서는 지난 2월 16일 제1차 동아시아 

청년세대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한중일 청년문화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정치참여, 문화, 노동 등에 관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일시  2022년 2월 16일(수), 15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제1차 동아시아 청년세대 연구 심포지엄 

국내학술회의

1. 출판

【신간】 

● [연구총서25] 사상가 특집 2 주제 속 주희, 현대적 주희,

황종월, 김도일 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2.01.11.

● [연구총서26] 사상가 특집 3  

   퇴계 이황의 철학사상과 사상사적 전개,

   지준호 외 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2.01.11.

연구



2. HK+ 연구성과

● 고연희 교수

   ●  『예술의 주체』(9인 공저), 아트북스, 2022.01.20.

   ● 「문화유산으로서의 관동팔경도」, 제4회 강원학대회(2021.12.2)

   ● 「조선시대 문헌으로 살피는 고사인물도의 전개」, 

     제10회 한중국제학술대회 

     <출토자료와 전적으로 본 동아시아 문사전통>(2021.12.3.~4)

● 김경호 연구책임자

   ●  「湖南 簡帛과 古典學 硏究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長沙 馬王堆 漢墓 帛書를 중심으로」,  

『동서인문』 17(2021.12)

● 박이진 교수

   ●  「수신 교과서 『부녀감(婦女鑑)』의 텍스트성－일본 근대 전환기 여성 표상의 다양성」, 『史叢 

(사총)』 105(2022.01)

   ●  「일본 태교론의 전통과 근대」, 『日本思想』 41(2021.12)

● 배항섭 교수

   ●  「민중사에서 전통과 근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제1회 한국학 

페스티벌 <대전환의 시대, 한국 학문의 미래: 한국 민중사 연구의 

현황과 사회적 쓸모>(2022.1.27)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편,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와 동학농민군 

서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1.12. 

【연속간행물】 

● 『대동문화연구』 116집(2021.12) 

- 수록 논문 URL

   https://ddmh.skku.edu/ddmh/instisute/search.do?mode=list&&articleLimit=

   10&article.offset=10

● 『성균차이나브리프』 통권62호(2021.12)

- 수록 논문 URL

   https://sicsarchive.skku.edu/#/sc/brief?scId2=155



● 이영호 교수

   ●  성낙훈 지음, 이영호·성창훈 교주, 『한국당쟁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2.26

● 임우경 교수

   ●  「동아시아 냉전과 군‘위안소’의 연쇄」, 『일본문화연구』 81(2022.01)

   ● 「혁명시대 여성문학의 거처－딩링(丁玲)과 장아이링(張愛玲) 대조기」, 『중국어문논총』

     108(2022.01)

   ● 「팬데믹과 중국 방역에서의 돌봄 문제－사구(社區) 방역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77(2021.12)

● 임태승 교수

   ●  「‘野’ 개념의 미학 계보와 미학사적 의의」, 『동양철학』 56(2021.12)

   ●  「叛亂家臣 應對에 나타난 孔子의 權道와 出仕觀」, 『동양철학』, 54(2021.12)

● 조민환 교수

   ●  「조선조 書論에 나타난 理氣論적 書藝認識」, 『동양철학』 56(2021.12)

   ●  「조선조 유학자들의 서예인식에 관한 개괄적 고찰」, 『양명학』 63(2021.12)

● 박은영 HK연구교수

   ●  「근대전환기 일본 여성의 정치참여와 자기인식－니지마 야에(新島八重)를 중심으로」,  

『日本思想』 41(2021.12)

   ●  『근대 동아시아 평화사상』(8인 공저), 역사공간, 2021.12.31

● 손성준 HK연구교수

   ●  전남대 국문과 BK21교육연구단 KOR학술총서 『다중심사회의 가치와 지역어문학』(공저), 

박이정출판사, 2022.2

● 김용태 일반연구원

   ●  「海藏 申錫愚와 북촌 시사」, 『漢文學報』 45(2021.12)

● 조성산 일반연구원

   ●  「18세기 영남 남인 大山學派의 心無出入 논쟁과 그 사회적 의미」, 『역사교육』 160(2021.12)

● 진재교 일반연구원

   ●  「朝鮮朝 後期 縱的 秩序와 學藝의 公論場-지식의 생성·유통과 관련하여」, 『漢文學報』 

45(2021.12)



3. 동아시아학 REVIEW 

이 책은 성낙훈의 『한국당쟁사』를 현대의 시점에서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주한 

책이다.

성낙훈은 당쟁사를 쓰는 데 있어서는 첫째, 자료 선택 문제에 있어서, 한 사건을 쓸 때에는 

반드시 각 당파의 사람들이 함께 시인할 수 있는 현저한 것을 취하였고 어떤 논의된 문제를 쓸 

때에는 각 당파의 주장한 바를 아울러 열거하였으며, 둘째로는 인물의 선한 것과 악한 것, 어느 

당이 잘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따위의 비평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셋째로는 당쟁의 원인이라 

하여도 당쟁사 전체를 통한 큰 원인이 있고 각 시기마다 상이한 당쟁의 형태에 상응한 작은 

원인들이 있으므로 큰 원인은 처음에 대략 기술하고 작은 원인들은 각 시기의 사건 서술에 따라 

나타나도록 하였다.

교주자들이 『한국당쟁사』를 교주함에 있어서 가장 공력을 들인 부분은 전거를 찾고 그 전거에 

해당되는 원문을 각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인이 읽기에 부담 없도록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문장 또한 현대어투로 가급적 원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꾸었다. 즉 

교주본 『한국당쟁사』는 전거 확인 및 각주 추가, 한글 한자 병기, 저본 문장 현대화 등 세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교주본 『한국당쟁사』의 각주는 이상에서 언급한 전거를 찾아서 그 원문을 다는 것에 가장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나 주요 인물에 대해서도 각주를 달았으며, 책의 

말미에 부록으로 한국당쟁사 인명록을 부기하였다. 각주를 다는 것 외에 이 교주본에서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저본 문장의 현대화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자료총서 22
성낙훈 지음, 이영호·성창훈 교주

『한국당쟁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년 02월 26일 출간



● 일자  2021년 12월 16일(목)

●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4층 90422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AEAS)

교육

2021년 가을학기 콜로키움 및 수료식IUC

발표주제: 

1. 세야 파둘론(미국,보스턴대학교/대학원진학예정)

"한국 퀴어 문학의 역사, 특징 그리고 미래: 레즈비언, 게이, 청소년 퀴어 소설을 중심으로"

Seya Fadullon(B.A. Boston university)

"The History, Characteristics, and Future of Korean Queer Literature: An Analysis of 

Lesbian, Gay, and Young Adult Queer Novels"

2. 로즈 아담스(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북한 광고의 특징과 기능 분석: 선전과 광고 사이의 애매한 경계”

Rose Adams(M.A. Stanford University)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North Korean Ads: An Ambiguous 

Boundary Between Propaganda and Advertising”

3. 김예주(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평화의 추상화: 한국 인권운동의 사례로 본 포스트 냉전 국제인권레짐과 구조적 한계”

Teresa Yejoo Kim(PH.D. student of UCLA)

"The Abstraction of Peace: The Korean Human Rights Movement and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Post-Cold War Human Rights Regime”



● 일자  2022년 2월 21일(월)

●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0307호

● 등록연구자  2명 

   - 한승화(Seunghwa madeleine Han, 예일대 박사과정)

   - 아델리나 핀자루(Adelina Pinzaru, 미시간대 박사과정) 

2022년 봄학기 입학식IUC

동아시아학술원 한국학연계전공은 2021학년도 한국어 온라인 스피치대회 시상식을 12월 15

일 수요일 600주년 기념관 408호 강의실에서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김경호 동아시아학술원장, 

박이진 한국학연계전공 주임교수, 최병욱 행정실장, 수상자 대표인 아지마(인문과학계열 21

학번) 학생이 참석했으며, 나머지 수상자들은 줌(Zoom)을 통해 참여했다.

한국어 온라인 스피치대회는 외국인 학부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학연계 

전공생뿐 아니라 본교의 외국인 학생 256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팬데믹과 나(Pandemic & I)’를 주제로 하였으며, 금상 1

명, 은상 3명, 동상 5명, 가작 15명 총 2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김경호 원장은 한국어 

온라인 스피치대회 외에도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2회 한국어 온라인 스피치대회 시상식한국학연계전공



동아시아학술원 이영호 교수가 2022년 한국고전번역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해당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이다. 

한국고전번역학회는 한국의 지적 문화유산인 고전 서적을 학술적으로 

번역하고 이론적 토대를 개발하여 이를 번역 현장에서 실제 접목하기 

위해 조직한 학술단체이다. 한국고전번역학회는 학술지 『고전번역연구』

의 발행 외에도 한문 고전을 전공한 학계 인사와 한국고전번역원 등 

번역에 종사하는 전공자가 모여 우수한 번역서의 생산 및 각종 번역서를 

재검토하고 평가하는 등 한국 고전 번역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소식

동아시아학술원

1. 기관

동아시아학술원 이영호 교수, 한국고전번역학회 회장 선출

동아시아학술원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동아시아학술원 

20년사』(편집위원장 진재교, 편집위원 배항섭, 이영호, 이혜령)가 

2021년 12월 27일 발행되었다. 이 책은 동아시아학술원이 2000

년도 설립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걸어온 길을 1200여 페이지에 

빼곡하게 담아내었다. 제1부 ‘동아시아학술원 20년의 성과: 학술_

학술사적 의미’, 제2부 ‘동아시아학술원 20년의 성과: 교육’, 제3

부 ‘동아시아학술원 20년의 성과: 학술_연구과제 중심’, 제4부 ‘

동아시아학술원 소속 연구기관의 성과’, 제5부 ‘동아시아학술원 

역혁’, 제6부 ‘나와 동아시아학술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시아학술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년사』 발간

동아시아학과 교수 겸 유학대학원장 조민환 교수가 2월 17일에 열린 

한국풍수명리철학회 창립총회에서 제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풍수명리철학회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융합 학문의 상승효과를 

지향하기 위하여 풍수 · 명리 · 철학 · 예술학 · 건축학 · 민속학 등을 

비롯한 동양학의 다양한 분야를 독자적이면서 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학술단체로 창립되었다. 조민환 교수는 한국동양예술학회 회장, 

한국도교문화학회 회장, 서예학회 회장, 한국도가도교학회 회장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 조민환 교수, 한국풍수명리철학회 회장 선출



동아시아학술원의 손성준 박사가 올해 3월 1일자로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해양인문학부 동아시아문화전공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손성준 

박사는 우리 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을 전공하였으며, 2012

년 8월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에서 「영웅서사의 동아시아 수용과 

중역의 원본성: 서구 텍스트의 한국적 재맥락화를 중심으로」(지도교수 

한기형)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중국해양대학교 한국학과 전임강사,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근대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비교문학 및 

번역문학이다. 손성준 박사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이라며 “참 스승이 되어주신 한기형 교수님과 동아시아학술원 교수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아시아학술원 손성준 박사,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해양인문학부 임용

동아시아학술원 한국학연계전공 박이진 주임교수가 「2021공학교육혁신센터 SKKU Best 

Teacher Award (Outstanding Lecture Portfolio)」를 수상했다. SKKU Best Teacher Award

는 교과목 포트폴리오의 충실성, 교육방법 혁신성, 교과목 개선 열정을 중심으로 우리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수를 선정하는 상이다. 

동아시아학술원 한국학연계전공 박이진 주임교수 
공학교육혁신센터 SKKU Best Teacher Award 수상

성균중국연구소에서 번역한 <중국의 국가 거버넌스>(옌지룽 저)가 2021

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었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국 연구자 간 소통 증진을 위해 매년 중국의 수준 높은 

연구서적을 번역해오고 있다.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의 국가 거버넌스』,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고연희(동아시아학술원)

“[신간] 한국의 세계유산과 지역성”, 연합뉴스, 2022.01.26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6133400005?input=1195m 

김경호(동아시아학술원)

“경북대 인문학술원, ‘한중일 고대 동아시아 목간 총람’ 발간한다.”, 교수신문, 2022.01.27.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4542

배항섭(동아시아학술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문제 매듭지어야”, 새전북신문, 2022.01.11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33830

“‘대전환의 시대, 한국 학문의 미래’를 묻는다.”, K스피릿, 2022.01.24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66419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손성준 박사,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해양인문학부 부교수 

임용”, 한국강사신문 2022.02.28.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14

이영호(동아시아학술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이영호 교수, 한국고전번역학회 회장 선출”, 한국강사신문, 

2022.02.15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609

이혜령(동아시아학술원)

“이화여자대학교, 제2회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 학술상 시상식 개최...김주희·이임하 교수 

수상”, 한국강사신문, 2021.12.15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66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

“국경을 넘어선 인문교류의 올림픽돼야” 베이징서 동북아 학술대회“, 중앙일보, 2021.12.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9437

“주선양한국총영사관, 제8회 동북아공동체포럼 개최”, 월드코리안, 2021.12.11.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181

3. 매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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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중 국제학술대회 17일 온라인 개최, 브레이크뉴스”, 2021.12.15
https://www.breaknews.com/856044

“[이희옥 칼럼] 한중수교 3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서울경제, 2021.12.1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AVTWRR8

“[글로벌 In&Out] 2022년 중국 풍향계/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서울신문, 

2022.01.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2029020&wlog_tag3=naver

“[이희옥 칼럼]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국제정치, 서울경제”, 2022.01.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XBD711O

한중관계 새로운 30년 어디로 가나 [윤필의 수요책방], 한국아파트신문, 2022.02.22.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70

장무후이(동아시아학술원)

“인천시 주한중국대사관 공동주최 인차이나포럼 개최”, 국민일보, 2021.12.0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47716&code=61122012&cp=nv

조민환(동아시아학술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도서 6종 선정”, 한국강사신문, 2021.12.08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878

“하남시 광주향교, 하남시민을 위한 유교 교양강좌 성료” 유교신문 2021.12.23
http://www.cfnews.kr/coding/news.aspx/1/1/5526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조민환 교수, 한국풍수명리철학회 회장 선출”, 한국강사신문, 

2022.02.21.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