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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학술대회   연구포럼   특별간담회   집중강좌
초청특강   연속 세미나   워크샵 등

연구
출판   HK+연구성과   동아시아학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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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학과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동아시아학술원은 기존의 분과별 학문 체계를

IUC Inter-University Center   HK+지역인문학센터

묵수墨守하지 않고, 통합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한국학연계전공

소식
기관   연구진   매체 보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를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활동
연속특강

제8회 시시탐탐 "피식민자의 계몽주의 : 어떤 근대문학 탄생기"

제8회 시시탐탐은 동아시아학술원 한기형 교수가 “피식민자의 계몽주의 : 어떤 근대문학
탄생기”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한기형 교수는 식민지 근대성의 해명에 있어 문화영역의 상대적
비대화를 지적하며, 그러한 현상이 식민지 조선의 문화구조에 수행한 역할을 논하였다.

일시 2022년 3월 8일(화), 12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

초청특강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제2차 전문가 초청 강연회>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는 경상국립대 한문학과 최석기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한국 경학 연구의 回顧와 向方 -경학연구방법 모색을 겸하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 강연에서는 한국 경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경학 연구에 남겨진
과제와 이를 위한 관점들을 제시하였다.

●

일시 2022년 3월 11일(금), 10시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제1세미나실 /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

기획세미나

성균중국연구소 <중국과 한반도 세미나 시리즈 3>

성균중국연구소는 3월 14일, <중국과 한반도 세미나 시리즈 3>을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차태서 교수가 “Contending American visions of
North Korea: The Mission Civilisatrice vs RealPolitik"을 주제로 발표하고 미국과 북한
연구의 권위자들이 토론을 담당하여, ‘미국에서 본 북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시 2022년 3월 14일(월), 15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

초청특강

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 미래의 역사"

HK+연구소는 “동아시아: 미래의 역사"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의을
맡은 태재홀딩스 미래연구소 이병한 수석연구원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래 세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하고, 향후 동아시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디지털, 환경, 신냉전 등의 관점을
통해 재고해 볼 것을 논의하였다.

일시 2022년 3월 15일(화), 19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

초청특강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제3차 전문가 초청 강연회>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는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만권 학술연구교수를
초청하여 “존 롤즈와 시민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김만권 교수는 서양철학에서의
시민성에 대한 강연을 전개하여 서양철학과 유가적 덕목의 연관성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시 2022년 3월 18일(금), 10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제1세미나실 /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

연속특강

제9회 시시탐탐 "호적(胡適)과 교류한 한국의 연구자들:동아시아
불교사를 새로쓰다"

제9회 시시탐탐은 이영호 교수가 "호적(胡適)과 교류한 한국의 연구자들:동아시아 불교사를
새로쓰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연구자 호적(胡適)과 한국 연구자들의 관계를
밝히고 한국 및 동아시아 불교사를 재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2022년 3월 22일(화), 19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

국내학술회의

성균중국연구소 제2차 동아시아 청년세대 연구 심포지엄

성균중국연구소는 지난 3월 31일 제2차 동아시아 청년세대 연구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제1부에서는 ‘청년, 지금 어디에 서 있나’를 주제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과
석사과정 유학생들이 각 국가의 청년들의 여러 실태를 발표하였고, 제2부에서는 ‘동아시아
청년들의 자화상’을 주제로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한국의 청년세대문제들을 좌담회
형식으로 논의하였다.

일시 2022년 3월 31일(목), 13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

연속특강

제10회 시시탐탐 "'북촌 한문학'의 개념과 그 활용 가능성"

제10회 시시탐탐에서는 성균관대 한문학과 김용태 교수가 "'북촌 한문학'의 개념과 그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김용태 교수는 ‘북촌 한문학’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18
세기 진보적 사상 문예의 성과와 20세기 초 개화파를 연결할 수 있음을 제안하며, ‘북촌 한문학’
의 성립 가능성과 그것이 열게 될 한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논하였다.

일시 2022년 4월 5일(화), 12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

기획세미나

성균중국연구소 <중국과 한반도 세미나 시리즈 4>

성균중국연구소는 지난 4월 8일 <중국과 한반도 세미나
시리즈 4>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의 PRESIDENT & CEO Hee-Eun
Kim 이 ”The US Government's view on the PRC's
ac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여, 중국을 보는 미국 씽크탱크의 시각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일시 2022년 4월 8일(금), 15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

초청특강

동아시아포럼 “중국이란 무엇인가 - 『중국정치사상사』를 중심으로"

HK+연구소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김영민 교수를 초청하여 “중국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김영민 교수는 2021년 출간한 『중국정치사상사』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의 역사 및 정치사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중국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시 2022년 4월 12일(화), 19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

초청특강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제4차 전문가 초청 강연회>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주최로 진행된 <제4차 전문가 초청 강연회>는
“디지털시대 시민의 덕목 -공적 이성과 이성의 공적 사용”을 주제로 경남대 교양교육연구소
정원섭 소장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본 강연을 통해 디지털시대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유가적 덕목의 연관성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 2022년 4월 15일(금), 10시 30분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제1세미나실 /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

연속특강

제11회 시시탐탐 “잡지 속 번역을 통해 본 해방기 이데올로기의 각축”

시시탐탐 11번째 강의는 성균관대 김예진 연구교수가 “잡지 속 번역을 통해 본 해방기
이데올로기의 각축”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해방기 잡지 중 특히 『신천지』와 『월간 아메리카』
에 주목하여, 잡지에 실린 번역이 잡지 주체들의 이데올로기 각축과 연관이 있음을 논하였다.

일시 2022년 4월 19일(화), 12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문학사 속 중간층의 성장과 조선후기 여항문학

동아시아학술원과 한국한문학회는 지난 4월 23일,
<동아시아 문학사 속 중간층의 성장과 조선후기
여항문학>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를 통해 한문학사의 주요 문학담당층이었던
여항인(閭巷人)들이 표현하고 향유했던 문학·예술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속에서의
여항문학의 의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일시 2022년 4월 23일(토) 9시 30분
●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217호, 9B313호 /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한국한문학회
● 주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 후원 한국연구재단
●

국제학술회의

아시안 페미니즘 : 혐오의 정치와 증거주의를 넘어
지난 4월 23일,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와
한국여성문학학회의 공동주최로 국제학술회의 <아시안
페미니즘 : 혐오의 정치와 증거주의를 넘어>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페미니즘, 일본군 위안부, 재일조선인
여성, 베트남 전쟁 시기의 여성 등의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어 아시안 페미니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루어졌다.
일시 2022년 4월 23일(토), 10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한국여성문학학회
●

연속특강

제12회 시시탐탐 “사(士)와 상(商)의 경계를 넘나들다 - 조선조 역관
(譯官)에 대한 再考(재고)”

제12회 시시탐탐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김영죽 연구교수의 “사(士)와 상(商)의 경계를
넘나들다 - 조선조 역관(譯官)에 대한 再考(재고)”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강의에서는 유자
(儒者)이자 지식인으로서 사(士)와 상(商)의 경계에 놓여있는 역관(譯官)에 주목하여, 조선의
중간계층 연구의 난제 및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시 2022년 5월 3일(화), 12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

초청특강

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 미신개념과 근대세계의 형성: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HK+연구소가 주최하는 동아시아포럼이 지난 5월 10일, 한신대 이창익 교수의 “동아시아
미신개념과 근대세계의 형성: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창익 교수는
최근 발간된 저서 『미신의 연대기』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무엇을
미신이라 비난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많은 믿음과 종교가 삭제되어 탄생된 현재를 재고하였다.

일시 2022년 5월 10일(화), 19시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

초청특강

공공외교역량강화대학 명사특강 시리즈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공공외교”

성균중국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공공외교역량강화
대학 명사특강 시리즈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이시형 전 OECD 대사가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공공외교”
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고, 학계의 학생들이 실무자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공공외교에 대해
현장감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일시 2022년 5월 12일(목), 15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114
● 주최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내학술회의

문화심리학과 동양철학의 대화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가 주최한
<문화심리학과 동양철학의 대화>가 5월 13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상이한 방법론을 가졌지만 “현대
한국인의 심리와 의식구조 및 그 기원”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는 심리학과 동양철학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관점과 성과를 공유하여 학문의 융합을 기대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일시 2022년 5월 13일(금), 08시 50분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10602) /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

국내학술회의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방법과 담론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국어국문학과·사학과·영어
영문학과·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한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의 공동 주최로 2022년
춘계 성균 한국 인문학 학술대회가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방법과 담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동아시아 인문학의 고전 작품들과 더불어 영미권의 인문학
작품들을 살펴보고, 인문학의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시 2022년 5월 13일(금), 10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33210호 /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사학과·영어영문학과·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 주관 성균한국인문학협의회
●

초청특강

제10회 소셜이노베이션 취.창업 콜로키움 “교실 밖의 리서치 :
Career 기회로서 리서치산업의 일, 트렌드, 일하는 방식 및 역량”
서베이리서치센터와 다중격차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소셜이노베이션 교육연구단은 지난 5월
16일 “교실 밖의 리서치 : Career 기회로서 리서치산업의
일, 트렌드, 일하는 방식 및 역량”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한국리서치 남진만 이사가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리서치산업 업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일시 2022년 5월 16일(월), 16시 30분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다중격차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소셜이노베이션 교육연구단,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
●

국내학술회의

현대경학의 방법론적 모색-경학의 시대에서 현대의 경학에까지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가 주관한 <현대경학의 방법론적 모색-경학의
시대에서 현대의 경학에까지> 학술회의가 지난 5월 27일 개최되었다. 본 학술회의를 통해
경학 및 이와 유관한 여러 분과 학문의 연구 지형을 확인하고, 부족했던 경학 연구의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함으로써, 유학을 현대에 재정립하는 중요한 학술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일시 2022년 5월 27일(금), 09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

연구
1. 출판
【신간】
●

[성균중국연구총서]

국제질서의 대분화와 한중관계의 재구성-한·중 학계의 쟁점과 시각,
이희옥, 이율빈 편,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기획,
선인, 2022.02.15.

[동아시아 교양총서-03]
방법으로서의 열린 동아시아,
박이진, 이영호 외 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2.02.28.
●

[유학생이 알아야 할 한국학 시리즈]
한국미술: 전통에서 현대까지,
고연희 외 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2.04.29.
●

【연속간행물】
『성균차이나브리프』 통권 63호(2022.03)
- 수록 논문 URL
https://sicsarchive.skku.edu/#/sc/brief?scId2=160
●

『대동문화연구』 117집(2022.04)
- 수록 논문 URL
https://skb.skku.edu/ddmh/instisute/search.do?mode=list&&articleLimit=10&
article.offset=10
●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eies (SJEAS)』 Volume 22, Issue 1(2022.05)
- 수록 논문 URL
https://sjeas.skku.edu/#/search/detail/4606
●

2. HK+ 연구성과
●

고연희 교수
『한국미술: 전통에서 현대까지』(유학생이 알아야 할 한국학 시리즈 제3편)(5인 공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2.4.29.

●

●

김영죽 HK연구교수
『시경 강의 2 : 패풍·용풍·위풍』, 우응순 (강의), 김영죽 (정리), 북튜브,
2022.05.20.

●

●

박이진 교수
「19세기 후반 일본 여자교육의 모델이 된 여성들― 수신 교과서 《婦女鑑》의 인물 구성
연구」, 『대동문화연구』 117(2022.3)

●

●

이영호 교수
「『대학장구』 「정심수신」장에 대한조선 경학자들의 변석-‘察’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84(2022.4)

●

●

진재교 일반연구원
「한국 한문 고전자료와 학술 플랫폼」, 『대동문화연구』 117(2022.3)

●

3. 동아시아학 REVIEW

정우택 지음

『시인의 발견, 윤동주』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년 12월 30일 출간

이 책은 오늘날 저항시인으로 이미지가 굳어진 윤동주 대신 동아시아 각지를 다닌 청년
윤동주의 깊숙한 내면을 탐색한다. 저자가 윤동주의 삶에서 주목한 부분은 이질성과 혼종성(
混種性)이다. 그는 윤동주를 '조선의 저항시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생애나 문학 세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강조한다.
담담한 시선으로 윤동주의 삶과 시를 재서사화하고 있는 이 책은 윤동주를 민족시인이자
국민시인으로 표상하고 정전화해 온 역사적 과정과 그 의미, 문제점들을 검토해나간다.
무엇보다 윤동주의 삶과 시에 내재된 ‘혼종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민족/
국가(nation)’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족(ethnicity)’ 특성과의 연동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동주의 정체성이 갖는 ‘차이’의 감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삶과 사유와 사상, 시의 감각과 정서를 이해하는 기초를 만들고자 하였다. 윤동주 시의 핵심인
인류 보편의 평화와 공존의 가치 그리고 마이너리티에 대한 연민 등의 생성 과정도 이러한
통찰의 경로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저자는 윤동주가 이러한 모순과 억압, 차이의 한복판에서 지성을 바탕으로 치열한 정치사상적
고투를 벌였으며, 그의 삶과 시는 불온과 혼종, 저항과 탈주, 청춘과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적는다. 윤동주의 시는 시인의 삶과 시대가 발현하는 존재의 진리들을 담아내는 분투의
장이었다. ‘순결한 무인도’ 등 몇 가지로 상투화되어버린 시인의 이미지를 씻기고, 이 책은
이렇게 예민하고 치열했던 한 젊음의 여정을 그 시작에서부터 재구성해나가고 있다.

교육
지역인문학센터

종로다산학교-종로구민대학 2022년 1학기 개강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종로구청이 진행하는 <종로다산학교-종로구민대학>이 지난 3
월 31일 성균관대 한문교육학과 진재교 교수의 “지금 읽어보는 선비의 마음과 정신” 수업을
시작으로 1학기 수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의 <종로다산학교>가 <종로다산학교종로구민대학>으로 확대 개편되어 1, 2학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매 학기 총 10회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1학기는 <삶의 의미를 묻다, 옛글과 사상 읽기>, <근대를 이해하는 5
가지 키워드-문명개화, 식민지, 계급, 인종, 혐오> 두 과목이 개설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았다.
일시
● 장소
● 주최
● 주관
●

2022년 3월 31일(목) ~ 6월 9일(목), 14시 ~ 16시 30분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삶의 의미를 묻다, 옛글과 사상 읽기>
회차

일자

강사명

강의 주제

1

3월 31일

진재교(성균관대)

지금 읽어보는 선비의 마음과 정신

2

4월 7일

진재교(성균관대)

편지로 읽은 선비의 내면과 인간미

3

4월 14일

안대회(성균관대)

다산 정약용의 행복한 가정 설계안, 『거가사본(居家四本)』

4

4월 21일

안대회(성균관대)

홍자성의 『채근담』으로 보는 험난한 세상을 사는 법

5

4월 28일

김영죽(성균관대)

조선의 미생(未生), 골목에서 세계를 꿈꾸다

<근대를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 -문명개화, 식민지, 계급, 인종, 혐오>
회차

일자

강사명

1

5월 12일

김도형(세종대)

2

5월 19일

손성준(한국해양대)

식민지 청년이 목격한 조선이라는 묘지: 만세전』 읽기

3

5월 26일

손성준(한국해양대)

소설 『임꺽정』에 나타난 백정 출신 영웅과 계급의 문제

4

6월 2일

박이진(성균관대)

인종차별(racism)이란 무엇일까?

5

6월 9일

김병진(이화여대)

가짜뉴스와 진실 사이에서: 관동대지진,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학연계전공

강의 주제
일본, 서양을 따라가다: 문명개화와 계몽

유학생이 알아야 할 한국학 시리즈 제3권 출간

한국학연계전공 교재편찬위원회는 ‘유학생이 알아야 할 한국학 시리즈’ 제3권 『한국미술:
전통에서 현대까지』(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2.04)를 출간하였다. 본 시리즈는 유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조선시대까지의
한국 역사를 다룬 제1권(전통편)과 독립 협회의 활동부터 현재의 한국 사회까지를 다룬 제
2권(근현대편)에 이어, 제3권은 한국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 미술문화의 대표작품을
선정하여 그 의미와 역할을 전달하고자 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순차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상했고, 현장학습인 제15강은 강의 순서에 무방하게 학습하도록 구성되었다. 미술 작품에
대한 상세 정보 또한 책 뒤편에 수록하였다.

지역인문학센터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듣는 인문학 강좌
“조선의 지식, 사람의 마음”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5월 9일에서 12일까지 봉화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4회의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였다.
5월 9일(월): 함영대(경상국립대)
“숨길 수 없는 사람의 마음; 맹자가 관찰한 사람의 몸과 마음”
● 5월 10일(화): 김지혜(건국대)
“근대에 발견한 조선의 미인도”
● 5월 11일(수): 진재교(성균관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꿈”
● 5월 12일(목): 고연희(성균관대)
“식물인문학, 조선시대 그림 속의 꽃”
●

IUC

HK+연구소·국제한국학센터(IUC) 공동주최 전문가초청특강

HK+연구소와 국제한국학센터(IUC)의 공동주최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권보드래 교수를
초청하여 “박정희 시대의 문학과 문화(Culture and Literature in the Park Chung-hee
Era)"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일   시
● 장   소
● 강의자
● 주   최
●

2022년 5월 17일(화), 15시 30분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층 10504호 / 온라인 ZOOM 회의
권보드래 교수(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

IUC

2022년 봄학기 필드트립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는 2022년 봄학기의 필드트립으로 윤동주 문학관을
방문했다. 2012년 개관한 윤동주 문학관은 시인의 인생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 사진
자료들과 친필원고 영인본 등이 전시되어 있어 ‘인간 윤동주’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일자 2022년 5월 24일(화)
● 장소 윤동주 문학관
●

소식
1. 기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성북문화원 협약 체결

동아시아학술원(원장 김경호) HK+연구소는 지난 4월 13일(수)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
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인적교류 및 시설의 공유, 공동의 학술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고, 업무협약의 첫 사업으로 ‘3분으로 읽는 동아시아’라는 영상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다. ‘3분으로 읽는 동아시아’ 시리즈는 HK+연구소와 성북문화원이 각각 서로의 전문
인력과 학술적 성과를 교류하며 만드는 콘텐츠로, 인문학의 사회적 확산 및 지역사회의 품격 높은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동아시아 관련 영상교육콘텐츠이다.

성균중국연구소

성균중국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KF) 공동연구 계약 체결

성균중국연구소(소장 이희옥)는 4월 5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2
년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인 포럼>, <한국-대만 싱크탱크 정책대화>, <한중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 <한중 정책연구 시리즈>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한중
공공외교의 실천, 연구성과의 출판, 정책연구 사업의 추진, 네트워킹의 강화, 관학 협력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소장 춘추경좌씨전구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춘추경좌씨전구해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 춘추경좌씨전구해는 송(宋)나라 학자 임요수(林堯叟)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구두(句讀)를 나누고 바로 그 아래에 직해(直解)하는 방식으로 주석한 책이다. 이 책은 조선 초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는데, 춘추좌씨전에 대한 중요한 학습서로 인정받아 1431년(세종13) 경상도
청도(靑道)에서 목판으로 복각(覆刻)되어 유포되었다. 현재 여러 기관에 소장된 춘추경좌씨전구해
잔존본(殘存本)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존경각 소장본은 5책 50
권(1~9권, 20~29권, 40~49권, 50~59권, 60~70권)으로 내용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보관상태도
양호하여 학술적 가치가 큰 자료이다.

2. 연구진
●

김영죽(동아시아학술원)

[인사]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교수 임용(2022.4.1.)
[강연] 군포중앙도서관 인문학강좌 <한시사계> 강좌, 2022.04.06 ~ 2022.05.25.,
온라인 ZOOM
●

김예진(동아시아학술원)

[인사]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교수 임용(2022.4.1.)

3. 매체 보도
●

동아시아학술원

“성균한국인문학협의회,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방법과 담론' 학술대회 개최”, 교수신문,
2022.05.11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8588
●

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공동연구 계약 체결”, 한국강사신문,
2022.04.18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038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중우호 증진' 재한중국인 대학원생 포럼”, 연합뉴스, 2022.04.30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9134400371?input=1195m

“한-중 전문가, 양국관계 악화 원인 큰 차이…“이슈 분리해야””, 한겨레, 2022.05.0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41484.html

“[오늘과 내일/윤완준]尹, 중국과 얼굴 붉혀야 얻는다”, 동아일보, 2022.05.2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22/113557786/1
●

김경호(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 신선한 인문학을 열다”, 성대신문, 2022.05.16.
http://www.skkuw.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29
●

김영죽(동아시아학술원)

“시경 강의. 1: 주남·소남”, 교수신문, 2022.03.08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5863
●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

“[글로벌 In＆Out] 선거의 계절, 덩샤오핑을 호명하는 이유/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서울신문, 2022.03.0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02029010

“[이희옥 칼럼]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中의 복잡한 셈법”, 서울경제, 2022.03.02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9DY7QQZ

“[노트북] 김경협·김한정,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 개최”, 중부일보,
2022.03.27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32667

“경기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평화' 국제평화토론회 개최”, UPI뉴스, 2022.03.29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203290004

“[한중비전포럼] 당당한 자세로 국익 관리하며 한·중 관계 회복해야”, 중앙일보, 2022.03.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436

“[글로벌 In&Out] 중국은 왜 위드 코로나로 가지 못하나/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서울신문, 2022.04.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3029010

“[이희옥 칼럼]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서울에 온 까닭”, 서울경제, 2022.05.11
https://www.sedaily.com/NewsView/265XFGT487

“시진핑의 尹방중 초청, 中보도선 빠졌다…민감한 문제는 강조”, 중앙일보, 2022.05.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0373

“무역업계, 미-중 전략경쟁 바로 알고 대응해야”, 뉴시스, 2022.05.19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9_0001877755&cID=10401&pID=10400

“전문가 평점 8.6점…“한·미동맹 확실히 진화…대중 외교는 과제”[한·미 정상회담]”, 중앙일보,
2022.05.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189

“[글로벌 In＆Out] 한미 정상회담을 보는 북한과 중국의 동병상련/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서울신문, 2022.05.2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25029010
●

천정환(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학의 위기-구조화된 파편화 (上)] 성균관대 천정환 교수 "상아탑의 모순, 환금중심사회의
비극"”, 청년일보, 2022.05.04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99240

“[인문학의 위기-구조화된 파편화 (中)] "국가·대학·인문학계의 단절"..."기득권 인문학계 각성
필요"”, 청년일보, 2022.05.04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99435

“[인문학의 위기-구조화된 파편화 (下)] "교양과 전문성의 선순환"..."생존 위한 연대 필수"”,
청년일보, 2022.05.04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99436

“故김지하, 여전히 회자되는 '죽음의 굿판 당장 걷어치워라'”, 뉴시스, 2022.05.09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09_0001863828&cID=10701&pID=10700

“왜 우리는 진실을 공유하지 못하는가”, 교수신문, 2022.05.10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8408

“자유주의가 만능?...‘자본·국가권력’ 비판의식 부족하다”, 교수신문, 2022.05.17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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