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학술원 뉴스레터
2018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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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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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역사상의 권력과 질서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는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 학술대회
<동아시아 역사상의 권력과 질서〉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한·중·일의 연구자들
13명이 동아시아의 권력체계와 정치제도, 그리고 사회구조 등의 역학관계에 대해
고대부터 근대까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학술적 성과를 발표하였다.
주제
일자
장소
주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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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상의 권력과 질서
2018년 3월 29일(목)~4월 1일(토)
제주도 밸류호텔 라메르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지역 연구의 다양성과 새로운 전망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는 성균일본연구소, 동아시아일본학회와 공동으로 2018년
춘계 연합학술대회 <동아시아 지역 연구의 다양성과 새로운 전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에노모토 와타루(榎本涉)의 기조강연 및 <일제침략기 사진 그림엽서로 본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와 식민지 표상>이라는 특별세션, 그리고 일본학을 중심으로
한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2명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주제를 학계에
제출하는 자리였다. 한편 <일제침략기 사진그림 엽서 전시회>가 별도로 운영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제
일자
장소
주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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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 연구의 다양성과 새로운 전망
2018년 5월 25(금)~26일(토)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6~7층
동아시아일본학회·성균관대학교 CORE사업단
성균관대학교 성균일본연구소
동아시아일본학회·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엽서 공동연구팀

연속 세미나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Research Cluster(2018년 4월~6월)

세미나 명

19세기 동아시아

동아시아자료학
연구회

동아시아 서신 및
사문서 연구의
사회문화사 연구

정전(正典)과 동아시아
지식문화의 근대

책임자

내용

배항섭

발표 백지운 :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제국의 지정학
발표 홍성구: 淸代 順治時期 徽州에서의
淸丈과 國家權力
발표 김선민: 청 제국의 지배이념과 지배체제

김경호

하영휘

한기형

일자
2018. 4. 13.
2018. 5. 11.

2018. 4. 7.

김진우, 악록서원장진간(4)의 300-324간 강독

2018. 4. 21.

이계호, 악록서원장진간(4)의 325-345간 강독

2018. 6. 2.

발표 허지은: 일본 근세시기 공적, 사적 편지
양식과 내용
발표 하영휘: 申絢의 家書자료
발제 방향 및 순서 등 향후 세부 계획의 수립,
구성원의 역할 분담

600주년기념관
408

2018. 6. 8.

오준석, 악론서원장진간(4)의 284-299간 강독

존경각 소장 벽암문고 중 한말시기 편지글
감독 및 토론
발표 김경호: 중국 진한시기 출토자료 중
편지 관련 내용 강독 및 토론

장소

600주년기념관
408

2018. 5. 18.
2018. 6. 1.
2018. 6. 14.

600주년기념관
408

2018. 6. 28.
2018. 5. 29.

600주년기념관
402B

초청특강

한반도와 중국의 국가안보

성균중국연구소는 베이징대학의 장샤오밍 교수를 초청하여 최근 사드 국면을 넘어
비핵화 협력이라는 새로운 장에 접어든 한중관계가 향후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주제
강사
일시
장소
주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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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중국의 국가안보
장샤오밍(张小明,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2018년 4월 5일(목) 14:00~15:3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제2세미나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통일부 통일교육원

집중강좌

2018년도 1학기 명륜서원

대동문화연구원은 2018년도 1학기 명륜서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명륜서원은 2015
년에 개원한 한문고전강좌를 위한 작은 서원으로서 매 학기별로 정기적인 한문고전 강좌를
개설해왔다. 이번 집중강좌를 담당한 오규근 교수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오랫동안 문집
총간의 표점 작업을 주도하고, 국역연수원의 강의로 많은 제자를 길러낸 한국의 대표적인
한학자이다.
주제
일시
장소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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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학기 명륜서원
2018년 3월~6월(목) 19:00~21:0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08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포럼

시진핑 ‘신시대’ 중국 지식인 사회

성균중국연구소는 하남석 교수의 발표 ‘천안문 사건 이후 비판적 지식인들의 정치적
구상’ 을 중심으로, 중국회연구포럼Ⅲ<시진핑 ‘신시대’ 중국 지식인 사회>를 개최 하
였다. 이 행사는 ‘신시대’ 를 천명한 시진핑체제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
일시
장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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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신시대’ 중국 지식인 사회
하남석(서울시립대학교)
2018년 4월 20일(금) 16:00~18:0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04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초청특강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서베이리서치센터(SRC)는 2010년 초부터 빅데이터를 행정에 적용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로 인정받은 서울시의 통계데이터 담당관 안정준 과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했다. 안정준 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축인 인공지능(AI)을 시정에
활용하여 빅데이터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린 사례를 Data Value Chain 관점에서
소개하였다.
주제
강사
일자
장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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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안정준 과장(서울시 통계데이터 담당관)
2018년 5월 4일(금)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217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BK21+팀·문헌정보학과 BK21+팀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워크샵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조사팀장 2차 워크샵

서베이리서치센터(SRC)는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수행을 위하여 전국 43개
대학 조사팀장 44명을 대상으로 2018 KGSS에서의 조사팀장의 역할과 사전조사 방법,
설문지 유의사항, 면접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주제
일자
장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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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방법 이해와 사전조사 수행 안내
2018년 5월 5일(토), 12일(토)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50104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특별간담회

한반도 정세 변화와 중국

성균중국연구소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중국과 우호적 관계 및 협력을 이루는
방안에 대하여 지혜를 모으고자 특별 간담회를 기획하였다. 이 행사는 푸단대학 정지용
(鄭繼永) 교수,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2인의 발표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교수 등 4인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
일시
장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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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변화와 중국
2018년 5월 9일(수) 15:00~18:0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04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초청특강

조선후기 세포(細布)

대동문화연구원 호적팀은 한국역사연구회와 공동으로 일본 기타규슈(北九州)시립대학
야마모토 스스무(山本進) 교수를 초청하여 <조선후기 세포(細布)>라는 제목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주제
강사
일시
장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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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세포(細布)
야마모토 스스무(山本進, 기타규슈시립대학)
2018년 5월 26일(토) 15:00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114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국내학술대회

욕망의 재발견

유교문화연구소는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사)인문예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내학술대회
<욕망의 재발견>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동서양철학과 예술의 관점에서 이 시대의 ‘욕망’
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욕망의 의미와 더불어
욕망의 작용, 욕망의 효과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 안의 ‘욕망을 재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주제
일시
장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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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재발견
2018년 5월 19일(토) 13:00~17:00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동양철학문화연구소
(사)인문예술연구소

초청특강

동아시아 냉전체제와 한미관계

국제한국학센터(Inter-University Center)는 고려대학교 허은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
<동아시아 냉전체제와 한미관계-미국의 문화냉전과 ‘냉전 민족주의’의 형성을 중심으로>
를 실시하였다. 허은 교수는 한국의 분단체제를 작동시키는 ‘망각’의 매커니즘과 냉전
민족주의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였다.

주제 : 동아시아 냉전체제와 한미관계 - 미국의 문화냉전과
‘냉전 민족주의’의 형성을 중심으로
강사 : 허은(고려대 한국사학과, ‘통일과 국제평화’ 융합전공 주임)
사회 : 이혜령(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교수)
일시 : 2018년 5월 29일(화) 15: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0422
주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 성균관대학교 CORE사업단

초청특강

해방 후 사법제도 재편과정과 그 귀결

국제한국학센터(IUC)는 부산대학교 문준영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 <해방 후 사법제도
재편과정과 그 귀결 - 현재의 법원검찰 개혁 문제의 출발점>을 실시하였다. 문 교수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꾸준히 권력에 종속되어온 한국 사법부의 역사적 특수성을 짚어
내며, 사법부의 구조적 모순과 법원 개혁 문제에 관한 시사성 있는 강연을 들려주었다.
주제
강사
일자
장소
주관

:
:
:
:
:

워크샵

해방 후 사법제도 재편과정과 그 귀결 - 현재의 법원검찰 개혁 문제의 출발점
문준영(부산대 법과대학)
2018년 6월 1일(금)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0317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조사팀장 3차 워크샵

서베이리서치센터는 본격적인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수행에 앞서 전국 45개
대학 48명의 조사팀장과 함께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각 대학 조사팀장은
팀의 면접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다.
주제
일자
장소
주관

:
:
:
:

전반적인 조사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
2018년 6월 9일(토)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50407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국제학술대회

한국과 중국의 사회리스크와 사회거버넌스 비교

성균중국연구소는 베이징대학교 국가거버넌스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 <한국과
중국의 사회리스크와 사회거버넌스 비교>를 개최하였다. 제13회에 이른 본 정례 행사는
압축 성장이라는 한국과 중국의 유사 경험에 착안, 사회리스크와 사회거버넌스라는
테마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
이었다.
주제
일시
장소
주관
후원
언어

:
:
:
:
:
:

한국과 중국의 사회리스크와 사회거버넌스 비교
2018년 6월 14일(목), 09:00~16:0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베이징대학 국가거버넌스 연구원
한국정치학회·서울특별시
한중동시통역 진행

초청특강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과의 협력

한반도 긴장완화의 국면에서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 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전문가의 혜안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성균중국연구소는 이강국
주시안(駐西安) 총영사를 초청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
과의 협력>라는 주제의 특강을 마련했다.
주제
강사
일시
장소
주최

:
:
:
:
: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과의 협력
이강국 총영사(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년 6월 19일(화) 15:00~16:3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층 504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포럼

시진핑시대의 유학(儒學)과 인문학의 자리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2018년 한중 인문교류포럼 <시진핑
시대의 유학과 인문학의 자리>를 개최하였다. 복잡다단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유학의
현대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이 행사에는 동아시아학술원 원장 진재교 등 7명의
한국 측 전문가, 칭화대 국학연구원 원장 천라이(陣來) 등 5명의 중국 측 전문가가
참가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기조연설을 맡은 천라이는 유교가 관계성과 더불어
화합, 공존의 사유에 근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것이 국제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제
일시
장소
주최
후원

:
:
:
:
:

시진핑시대의 유학(儒學)과 인문학의 자리
2018년 6월 25일(월) 13:30~18:10
더플라자호텔
한국국제교류재단,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속 세미나
구분

대동문화연구원 연행록팀 연구자 콜로키움
책임자

제56차
제57차
제58차

이희목

내용
姜浩溥의 桑蓬錄 강독
任百淵과 鏡浯遊燕日錄, 燕巖의
法古刱新을 엿보다(三厄)
姜浩溥의 桑蓬錄 번역

일자

장소

2018. 4. 13.
2018. 5. 11.
2018. 6. 8.

600주년 기념관
402B

연속 세미나
구분

대동문화연구원 호적팀 동아시아 장기지속 세미나
책임자

내용

일자

제7차

2018. 4. 5.

제8차

2018. 4. 19.

제9차
제10차
제11차

손병규

한국 사회의 장기 변동 연구
– 호적･족보를 통한 계보학으로부터

2018. 5. 3.
2018. 5. 17.
2018. 5. 31.

제12차

2018. 6. 14.

제13차

2018. 6. 28.

장소

600주년 기념관
402B

연구
1. 출판
The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SJEAS) Vol.18 No.1(2018년 4월) 간행
Article 5편, Book review 2편 게재.
수록 논문 : http://sjeas.skku.edu/backissue/current_issue.jsp
대동문화연구 102집(2018년 6월) 간행
대동문화연구원 창립 60주년 기념호Ⅱ. 특집논문 4편(대동문화연구원 개원 60주년 기념,
한국 고전학의 새로운 모색), 일반논문 11편 게재.
수록 논문: https://daedong.jams.or.kr/co/main/jmMain.kci

2. HK+ 연구성과(2018년 3월~6월)
진재교 연구책임자
｢조선조 후기 類書와 人物志의 學的 視野― 지식・정보의 集積과 分類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1(2018. 3)
｢북한의 한문교과서 연구－김정은 시대의 현행 교과서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5(2018. 6)
고연희 HK교수
한중 전근대의 매 그림에 표현된 황권(皇權)과 왕권(王權),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공동 주최 〈동아시아 역사상의 권력과 질서〉, 2018. 3.
29~4. 1/제주도 밸류호텔
｢문학과 회화가 공유했던 개의 의미｣, 대동한문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4. 21/
경북대학교
｢문학과 회화가 공유했던, 개의 의미－‘鷄犬’, ‘金鈴犬’, ‘梧桐吠月’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5(2018. 6)
｢繪畵를 통한 古典文學 학습, 그 효과와 의미｣, 한국고전문학 53(2018. 6)
고은미 HK교수
A Shift in Song Tribute Policy and the Emergence of the Terms “Koryŏ Merchants” and “Japanese Merchants” The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SJEAS) Vol.18 No.1, Apr. 2018
김경호 HK교수
｢동일한 史實, 상이한 記錄 - 秦 始皇帝 死亡 기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사상의
권력과 질서〉(※상동)
｢전한시기 논어(論語)의 전파와 그 내용 -새로운 출토문헌 논어의 제론(齊論)
설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107(2018. 3)
Routledge of Handbook of Early Chinese History(24인 공저), Edited by Paul R.
Goldin, Routledge Press, 2018. 5. ※집필: 제2부 18장 An overview of the
Qin-Han leg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recently unearthed documents(공저자 : Ming-chiu Lai 홍콩중문대학 교수)
박이진 HK교수
｢일본 점령기 잡혼·혼혈 담론｣, 성균일본연구소·동아시아일본학회·동아시아
학술원 HK+연구소 공동 주최 〈동아시아 지역 연구의 다양성과 새로운 전망〉, 2018.
5. 25~26/성균관대학교
｢시시 분로쿠(獅子文六)의 やっさもっさ 로 본 일본 전후｣, 2018년 한국일어일문
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2018. 6. 16/대구대학교
｢야나기다 이즈미의 근대문학관 －사회사상의 총괄로서의 문학 개념｣,
일본문화연구 66(2018. 4)
배항섭 HK교수
｢19세기의 민란과 지배질서의 균열｣, 〈동아시아 역사상의 권력과 질서〉(※상동)

손병규 HK교수
｢조선왕조 국가경제운영시스템 상의 왕권(王權)｣, 〈동아시아 역사상의 권력과 질서〉
(※상동)
｢戶籍과 族譜의 자료적 특성과 연구방법 - 17C~20C 초 丹城地域 培養洞 陜川李
氏들을 추적하며｣, 대동문화연구 102(2018. 6)
이영호 HK교수
｢점복(占卜)과 경세(經世) - 조선의 경세서 홍범연의(洪範衍義)에 대한 분석을 중심
으로｣, 〈동아시아 역사상의 권력과 질서〉(※상동)
｢중화권의 중국 유학 연구 동향｣, 한국국제교류재단·성균중국연구소 공동 주최 〈시
진핑시대의 유학(儒學)과 인문학의 자리〉, 2018. 6. 25/더플라자호텔
｢경학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조선경학에서의 ‘古’ 의 지향 － 조선 논어학의 중요
개념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5(2018. 6)
이혜령 HK교수
｢“여공 문학” 또는 한국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밤 – 루스 배러클러프, 여공 문학 –
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 서평｣, 상허학보 53(2018. 6)
임태승 HK교수
｢孔子시대 ‘千乘之國’ 實狀의 재구성｣, 유교사상문화연구 71(2018. 3)
｢意蘊의 미학 -剛菴竹畵의 第三層面 분석｣, 대동문화연구 102(2018. 6)
정승진 HK교수
｢근대일본의 지방개량운동(1900~18)에 관한 일고찰 - 근대동아시아 규율권력의
지방침투와 제국의 관변단체들｣, 〈동아시아 역사상의 권력과 질서〉(※상동)
｢근대동아시아 규율권력의 지방침투와 제국의 官邊團體들 : 일본의 지방개량 운동
(1900~1918)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2(2018. 6)
하영휘 HK교수
｢피혐(避嫌), 조선시대의 언론｣, 〈동아시아 역사상의 권력과 질서〉(※상동)
한마고전총서 19집 先輩詩帖 外 三帖, 경남대학교 박물관, 2018. 5
손성준 HK연구교수
｢카르멘, 나도향 문학의 한 원천 : 카르멘』(나도향 역, 박문서관, 1925) , 근대서지
17(2018. 6)
민족문학사연구소 연구총서(1) 문학사를 다시 생각한다』(14인 공저), 소명출판, 2018.
6 ※집필 논문: ｢한국 근대소설사의 전개와 번역｣
김용태 일반연구원
｢朴泳敎(1849~1884)의 海東爾雅에 對하여 - 傳統的 知識體系와 西洋 知識體系
의 會通을 위한 試圖｣, 중국해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주최 〈동아시아 문명교류: 공간
인간 표상〉, 2018. 5. 19/중국해양대학교
｢박규수의 북촌시단 활동 - 주변 인물들의 자료를 중심으로｣,동양한문학연구 50
(2018. 6)

정우택 일반연구원
｢오장환 문화 기획과 시｣, 한국시학회 제41차 전국학술대회, 2018. 5. 26/성균관대학교
｢80년 5월 현장의 낭독시 연구｣, 2018년 한국근대문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광장, 혁명의
감성과 감성의 혁명〉, 2018. 6. 2/가천대학교
이현일 일반연구원
｢소하(少荷) 조성하(趙成夏)의 금강산기(金剛山記) 연구 –19세기 경화벌열가(京華閥
閱家) 청년의 금강산 기행｣, 반교어문연구 48(2018. 4)
｢石菱 金昌熙의 ｢論文十答｣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69(2018. 3)

3. 동아시아학 REVIEW
Routledge of Handbook of Early Chinese History ｜ Edited by Paul R. Goldin ｜
526pages ｜ Routledge Press ｜ 2018
<동아시아학 REVIEW>는 동아시아학을 다루는 연구 단행본
을 소개 하는 코너이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할 연구서는
Routledge of Handbook of Early Chinese History이다.
본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출판사 Routledge의 신간으로서, 편집자인 Paul R. Goldin
(Pennsylvania Univ.)를 비롯한 서구 및 중국학계 등의 중국
고대사 연구자 24명이 참여한 역작이다. 제1부는 상주(商周)
시기부터 진한(秦漢)시기까지의 통사를 다루며, 제2부는 최근
발굴된 출토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시기의 언어와 문자,
사유구조, 정치사상, 음식과 농업, 전쟁, 화폐, 여성, 법률,
문학, 예술, 의학, 수학, 천문학 등 각종 전문적 주제를
분석한다. 서구 및 중국학계가 아닌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집필자로 위촉된 동아시아
학술원의 김경호 교수는 홍콩 중문대학의 Ming-chiu Lai 교수와 공동으로 제2부 18장 An
overview of the Qin-Han leg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recently unearthed
documents(최근 출토문헌 시각에서 본 진한 법률체계의 연구)를 서술하였다. 이 글은 최근에
출토된 법률문서 인 수호진운몽진간(睡虎地雲夢秦簡), 장가산한간(張家山漢簡) 이년율령(二
年律令), 악록진간(嶽麓秦簡) 등을 분석하여 진한시기 법률의 구체적 내용과 처벌규정,
소송절차 등 고대중국 법률체계의 전반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교육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제6기 개설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제6기 과정이 시작되었다. 본 교육은 사회 각 분야의 인사를
대상으로 동양인문학의 기반 위에 미학적 리더십을 함양하고 동양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18주 교육
과정 중 첫 번째 학기의 강좌가 우선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 학기는 9월에서 11월 사이
에 시작될 예정이다.
일시 : 2018년 4월 10일~6월 19일 매주 화요일, 19:00~20:5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주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SAAH)

HK+지역인문학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과 상호협력 협약서 체결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은 2018년부터 매년 한
차례 8회 이상의 인문학강좌로 구성된 ‘정독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기로 협약하였다.
향후 HK+연구소는 ‘정독인문학’ 강좌의 교육내용과 세부 프로그램 일체를 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강사를 제공하여 동아시아 관련 인문 교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며, 정독도서관은 ‘정독인문학’ 강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소 제공과
인터넷 홍보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일시 : 2018년 5월 24일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회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대학원생 학회발표

Attitudes toward Surveys and Survey Cooperation

서베이리서치센터의 센터장 김지범 교수와 대학원생 김솔이 등은 ‘세계조사학회 아시아’가 주관한 학술대회 Tradition versus Innovation〉에서 응답자의 조사 태도 가
자료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주지로 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자 : 김지범(성균관대 사회학과), 김솔이(성균관대 사회학과),
현리정(성균관대 사회학과), 심재만(고려대 사회학과)
일자 : 2018년 5월 25일(금)
장소 : Howard Civil Service International House, Taipei, Taiwan
주관 : 세계조사학회 - 아시아(WAPOR-ASIA)
후원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학연계전공

한국학연계전공 전체 교강사 집담회

한국학연계전공에서는 본 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공학습력 제고를 위한
전체 교강사 집담회를 실시하였다. 총 2차례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 교강사들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전공학습 로드맵 수립과 유학생들의 전공 기초 및 심화 학습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일자 : 2018년 6얼 19일(1차), 27일(2차)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02B
주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한국학연계전공

Inter-University Center

2018년 봄학기 연구발표회 및 수료식 진행

국제한국학센터(IUC)에서는 한 학기 동안 IUC 고급학술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아젤리아 리
(캐나다 UBC), 닐 치섬(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토마스 라이언(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등의 수료식이 있었다. 이 행사에서는 수료자들이 본인의 연구 주제를 심화시킨 학술
발표를 함께 진행하였다.
일자 : 2018년 6월 20일(수)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0317호
주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정법류(政法類) 도서의 번역 현황과 과제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은 제18회 한국고전번역원·한국고전번역학회 공동학술대회
<정법 류(政法類) 도서의 번역 현황과 과제>를 주관하였다.
일시
장소
주관
주최

:
:
:
:

2018년 6월 23일(토) 13:00~18:0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한국고전번역원·한국고전번역학회

소식
1. 기관
유교문화연구소

상생발전 및 유교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식

유교문화연구소(소장 신정근)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이종수)은 유교문화 진흥
을 위한 학술연구 분야의 협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현대사회에 적합한 유교문화진흥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연구인력 교류, 유학 자료와
출판물 등 학술 DB에 관한 상호 교류, 전시 및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한 공공 개발 및
상호 교류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11:00
장소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회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존경각

전직 기업인 임호철, 자료 기증

주식회사 지원(건설업)의 임호철 전 회장은 孟子諺解, 周易傳義大全 등 고서적 17종
79책을 존경각에 기증하였다. 기증자 임호철 선생은 부모님께 물려받아 70년 이상을
간직해온 이 자료들을 기증하는 일이 오랜 소망이었다고 말했다.
일자 : 2018년 5월 4일(목)
장소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존경각

한국유림문화연구원 부원장 강진원, 자료 기증

한국유림문화연구원 강진원 부원장은 고서적 193종 260책을 존경각에 기증하였다.
이번 기증 자료는 동장본 40종 48책과, 양장본 153종 21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자 : 2018년 5월 30일(수)
장소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Inter-University Center

IUC 고급학술한국어 프로그램 학생 모집

IUC에서는 2018-2019학년도 고급학술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 IUC
의 정규 학기는 각 학기당 2개의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8주간으로서, 기초 학술
어휘를 익히고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기르고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자격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자, 북미, 유럽 혹은 여타 해외
대학에서 4년 이상 한국어를 이수한 자 또는 동등한 한국어 능력을 가진 자이다. 현재 접수
중인 프로그램은 2018년도 가을 학기(2018년 9월 3일~12월 20일)와 2019년도 봄
학기(2019년 2월 25일~6월 13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iuc.skku.edu/?p=1133)를 참조할 수 있다.

2. 연구진
김보성(대동문화연구원)
[수상] 모하실학논문상 수상(2018. 6. 25), 수상논문: ｢이규경의 시가점등(詩家點燈)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 2)
김영죽(대동문화연구원)
[강연] ‘원전으로 만날만한 삼국사기’, 다산연구소 한문강좌, 2018. 3. 14~5. 30(매주
수)/순화동천 문화센터
손성준(HK+연구소)

[강연] ｢동아시아 근대번역문학사가 말해주는 것들｣,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인문정보학센터
주최 <개항기 한국의 학술공화국을 말하다> 제19강, 2018. 6. 1/부산대학교
신정근(유교문화연구소)
[강연] ‘논어, 인간의 길을 찾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 2018. 6. 14/장성 문화예술회관
[강연] ‘논어와 중용, 인간의 사이를 트는 지혜’, 호남대학교 차이나 최고경영자과정(CH
AMP) 특강, 2018. 5. 9/호남대학교
함영대(대동문화연구원)
[강연] ‘조선의 실학자에게 '삶의 길'을 묻다’, 평내도서관 성인 인문학 강좌, 2018. 6. 28
/남양주시 평내도서관

3. 매체 보도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시론] 한국,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18. 4. 2.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22497413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시론] 다시 국가와 사회 전면에 나선 중국공산당, 뉴스토마토, 2018. 4. 3.
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15382
장샤오밍(베이징대학교 교수-성균중국연구소 주관 명사초청특강 발언)
격동의 한반도…중국이 원하는 것은 ‘평화통일’, 아주경제, 2018. 4. 6.
링크 http://www.ajunews.com/view/20180406150240234
다니엘 종 스베켄디크(동아시아학술원 HK교수)
[friday] 180cm로 살아온 金대리 깔창을 벗어 던지다, 조선일보, 2018. 4. 2.
링크 http://v.media.daum.net/v/20180420040133447
정지용(푸단대학교 한국조선연구중심 주임 - 성균중국연구소 주관 특별간담회 발언)
한반도 상황 변화에 대한 중국의 속내는?, 동아일보, 2018. 5. 10.
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80510/90022773/1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이희옥 칼럼] 북한은 왜 비핵화의 길로 나왔는가, 서울경제, 2018. 5. 15.
링크 http://www.sedaily.com/NewsView/1RZJKBYGR7

다니엘 종 스베켄디크(동아시아학술원 HK교수)
Are North Koreans 3 Inches Shorter Than South Koreans?, Daily Caller News
Foundation, 2018. 5. 23.
링크 http://checkyourfact.com/2018/05/22/fact-check-north-koreans-shorter-south-koreans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시론] 중국 배제하면 한반도 평화 정착 어렵다, 중앙일보, 2018. 5. 28.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2660494
존경각 자료 기증 관련 보도
전직 기업인, 고서적 성균관대에 기증으로 오랜 꿈 이뤄, The Asia N, 2018. 6. 6.
링크 http://kor.theasian.asia/archives/188137
신정근(유교문화연구소장)
[살며 생각하며] 인문학 2.0 시대, 문화일보, 2018. 6. 8
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60801033711000001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이희옥 칼럼] 美中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삼중고, 서울경제, 2018. 6. 19.
링크 http://www.sedaily.com/NewsView/1S0VBM06JG
김보성(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모하실학논문상에 대동문화연구원 김보성 씨, 머니투데이, 2018. 6. 25.
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2514261983268

동아시아학술원 홈페이지 안내
※ 동아시아학술원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들이 현재 시스템 개편 중에 있습니다.
추후 온전한 모습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용하실 수 있는 일부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시아학술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eas.skku
성균중국연구소 http://sics.skku.edu/main.php
서베이리서치센터 http://kgss.skku.edu/
IUC http://iuc.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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