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학술원 뉴스레터
2018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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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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학술원이 창립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관은
‘동아시아’라는 의제를 통해 한국 학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기억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국내외 학술계와 공명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제출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가진 역량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이상을 지지하고 학인들의 동반자가 되고자 했던 우리들의 초심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이제 새로운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안팎의 현실이 만만치 않고 해결해야 할
숱한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술 생태계의 심각한 위축이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감당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동학 여러분들의 성심어린 관심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동료 선후배의 지지가 없다면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우리 기관의 일차적인 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들을 심화하고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는 본연의 일에 충실하면서 학술 사회의
생명력을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학자들이 던지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들의 공부가 결실을 맺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젊은 동아시아
학술원이 되기 위해 힘과 시간을 아끼지 않을 각오입니다.
오랫동안 축적해온 고전학의 전통을 굳건히 하면서 현재의 과제도 깊이 있게 탐색 하는
학술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온축해온 한국학의 오랜 전통을 세계로 확산하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대동문화연구원, 유교문화연구소, 성균중국연구소, HK+연구소,
서베이리서치센터(SRC)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술성과, 열여섯 분의 교수님과 동아시아
학과 및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의 교육성과, 해외 한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IUC
프로그램, A&HCI 등재 학술지인 SJEAS의 간행, 외국인 학생들의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학연계전공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모든 책무가 기대한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과 최선의 협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점에서 부족한 제가 동아시아학술원의 오늘을 만든 선배 학자들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그렇지만 가진 자질을 돌아보지 않고 여러 동료들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활동

워크샵

2018년도 인문한국(HK+)연구소 워크샵

HK+연구소는 사업 1단계 1차년도 연구 및 사업계획의 중간점검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
하였다. 3개의 핵심연구 영역인 <사회적 관계성>, <난(亂)과 민주주의>, <열린지식과
표상>의 차례로 각 연구진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문제제기
가 이루어졌다.
일시
장소
주최
후원

:
:
:
:

2018년 7월 3일(화)~4일(수)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연속 세미나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Research Cluster(7월~10월)

R/C명(책임자)

19세기 동아시아
(배항섭)

동아시아자료학연구회
(김경호)

동아시아 서신
및 사문서 연구의
사회문화사 연구
(하영휘)

정전(正典)과
동아시아
지식문화의 근대

내용

일자

김현숙(건양대) 발표: 조선의 여성, 가계부를 쓰다
-종부의 치산과 가계경영

2018. 7. 13.

최주희(안동국학진흥원) 발표: 영‧정조대 국가운영과
왕실재정 -定例書를 통해 본 왕실과 나라의 살림

2018. 8. 10.

문명기(국민대) 발표: 식민지시대 대만인과 조선인의
역외이주 패턴과 그 함의

2018. 9. 14.

김건태(서울대) 발표: <대한제국의 양전>

2018. 10. 12.

『악록서원장진간(4)』의 346-371간 강독. 변수진(경북대) 발표

2018. 7. 17.

『악록서원장진간(4)』의 372-391간 강독. 유창연(경북대) 발표

2018. 8. 13.

『악록서원장진간(4)』의 강독. 전체 내용

2018. 8. 30.

악록서원장진간(5) 1-20간 강독. 변수진(경북대) 발표

2018. 9. 29.

『岳麓秦簡』(5)의 01-20간 강독, 변수진(경북대) 발표

2018. 10. 13.

『岳麓秦簡』(5)의 21-38간 강독, 윤응경(숙명여대) 발표

2018. 10. 27.

申絢의 家書 자료 강독 및 토론(문서번호: 126-132, 136, 143)

2018. 7. 11.

申絢의 家書 자료 중, 노비 관련 내용에 대한 강독 및 토론
(문서번호: 20170303, 55, 59)

2018. 7. 25.

편지가 폭주한 서울이란 주제로서 家書, 謝狀, 청탁편지 등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편지를 통한 사회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해 논의. (발표: 하영휘)

2018. 8. 16.

신현간찰에 보이는 조선시대 노비들의 삶에 대한 자료에 대한
강독. (발표: 하영휘)

2018. 8. 31.

신현 家書 여성 내용에 대한 강독 및 토론 (발표: 하영휘)

2018. 9. 13.

신현간찰의 가운데 편지글이 아닌 쪽지에 기록된 조선 사회의
일상을 다룬 내용(신현간찰 148~150, 154~156)

2018. 9. 27.

조병덕(趙秉悳, 1800~1870)의 家書 (발표 : 하영휘)

2018. 10. 22.

5인의 연구계획발표
: 구인모(연세대), 손성준(성균관대), 임상석(부산대),
강용훈(인천대), 김준현(고려대)

2018. 7. 25.

연구 아젠다의 확장 가능성 검토 : 새로운 근대문학사 서술을
위한 집중 토론

2018. 10. 26.

장소

600주년기념관
408호

600주년기념관
408호

600주년기념관
408호

600주년기념관
402B호

연속 세미나

HK+연구소 독서 토론회(7월~10월)
대상

저자

일자

『이 중국에 거하라』(글항아리)

거자오광

2018. 7. 10.

『방법으로서의 중국』(산지니)

미조구치 유조

2018. 8. 14.

『왜 동아시아인가』(글항아리) 1, 2부

쑨거

2018. 9. 4.

『왜 동아시아인가』(글항아리) 3, 4부

쑨거

2018. 9. 18.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소명출판) 전반부

야마무로 신이치

2018. 10. 2.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소명출판) 후반부

야마무로 신이치

2018. 10. 29.

연구포럼

장소

600주년기념관
402B호

성균중국연구소 한·미·중 3자 다이얼로그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연구과제로 한·미·중 3국의 대표적 정책공공외교
기관 및 싱크탱크가 각국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첫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정책 포럼은
동북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일시 : 2018년 8월 2일(목)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후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학술대회

유학과 시대정신

유교문화연구소는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BK21+사업단·성균관대 유학대학과 공동
으로 국제학술대회 〈유학과 시대정신〉를 개최하였다. 제2회 “동아시아 박사생 국제
유학 논단”으로 기획된 본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중국·일본·대만의 신진연구자 20
명이 다채로운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주제
일시
장소
주최

:
:
:
:

유학과 시대정신
2018년 8월 29일(수)~30(목)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406호/도원현담기념강의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동양철학과 BK21+사업단·유학대학

국내학술대회

고종시기 학술계와 영재 이건창

『서애문집(西厓文集)』, 『율곡전서(栗谷全書)』, 『고봉문집(高峰文集)』, 『강산전서(薑山全
書)』, 『심대윤전집(沈大允全集)』 등 한국 문단에 큰 영향을 미친 문인들의 저술을
수습하여 영인해온 대동문화연구원은 지난 해 박지원의 조카이자 이덕무와 박제가의
벗인 박종선(朴宗善)의 『능양시집』 영인본을 출간한 데 이어, 최근 고종시기 대문장가인
이건창(李建昌)의 여러 저술을 대대적으로 수습하여 영인에 붙인 『이건창전집』을
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주제
일시
장소
주최

:
:
:
:

고종시기 학술계와 영재 이건창
2018년 9월 14일(금), 09:30~18:0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CORE 사업단,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연속 세미나
구분

대동문화연구원 연행록팀 연구자 콜로키움

책임자

제59차
제60차
제61차

이희목

내용

일자

姜浩溥 桑蓬錄 번역

2018. 7. 18.

姜浩溥 桑蓬錄 번역

2018. 8. 22.

姜浩溥 桑蓬錄 번역

2018. 10. 24.

장소
600주년기념관 402B호

연구조사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본조사 수행

서베이리서치센터(SRC)는 7월 1일부터 전국 45개 대학, 48개 팀에 속하는 400명의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여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수행하였다. KGSS는 2003년부터 15년간 엄격한 방법론적 원칙에 따라 전국을
단위로 수행되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과학조사이다. 이 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과학계 전반의 핵심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국제비교를 위한 ISSP,
EASS 모듈도 포함되어 있다. 올해 ISSP 모듈의 주제는 종교이고, EASS 모듈의 주제는
동아시아와 문화이다. 현재 KGSS 홈페이지(http://kgss.skku.edu)에서 영문 누적
데이터/코드북/설문지를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 완료된 자료 및 설문지는 내년 3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일자 : 2018년 7월 1일(일)~10월 7일(일)
장소 : 제주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주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속 특강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교수의 ‘동아시아 소농사회론 재고’

대동문화연구원 호적전산화 사업팀은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자와 학문 후속세대가 차기
연구에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매년 《호적·계보학 아카데미》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올해는 미야지마 교수를 초빙하여 연속 특강을 개설하고 관련 연구 분야를 진작하고자
하였다. 본 연속 특강은 총 5강으로 진행되며,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강 조선토지조사사업(9월 21일 시행)
제2강 동아시아 토지조사의 連鎖(10월 26일 시행)
제3강 前史 : 소농사회의 확립과 국가의 토지·인간 파악(11월 예정)
제4강 위기의 시대와 새로운 방향(12월 예정)
제5강 근대적 토지개혁 재고(2019년 1월 예정)
강사 :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동아시아학술원 석좌초빙교수)
일시 : 2018년 9월~2019년 1월 /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08호

연구
1. 출판
신간
『차이나 핸드북』(2019 개정증보판),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김영사, 2018. 8 : “세계적으로도 잘 만든 중국 이해를 위한 공구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 핵심 설명서. 개황과 현대사부터 정치와 외교,
사회와 경제, 법, 문화, 한중관계 등 총 9개 대범주 아래 116개 주제를
체계적으로 대해부(大解剖)한다.
연속간행물
The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SJEAS) Vol.18 No.2(2018. 10)
- 수록 논문 : http://sjeas.skku.edu/backissue/current_issue.jsp
『성균차이나브리프』 47호(2018. 8)
- 내용 소개 : http://sics.skku.edu/bbs/board.php?tbl=korean&gr_id=4010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유교문화연구』 국제판) 30집(2018. 8)
- 수록 논문 : http://ygmh.skku.edu/ygmh/menu3/
sub_03_01.jsp?mode=view&article_no=3236540
『유교사상문화연구』 73집(2018. 9)
- 수록 논문 : http://www.confucius.or.kr/sobis/confucius.jsp
『대동문화연구』 103집(2018. 9)
- 수록 논문 : http://ddmh.skku.edu/

2. HK+ 연구성과(2018년 7월~10월)
한기형 HK+단장
「구소설의 서사가 근대의 시간과 만날 때 - 하위대중의 형이상학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민족문학사연구』 67(2018. 8)
고은미 교수
「고려·일본과 송간의 무역사이클의 변화」, 『대동문화연구』 103(2018. 9)

김경호 교수
「간독자료를 통해서 본 전한시기 河西邊境의 정황과 그 대책(通過簡牘資料看前漢河
西邊境情况與對策)」, <涼州文化與絲綢之路國際學術會議>, 2018. 10. 10-13/武
威, 中國
『前漢代 出土文獻 『論語』의 普及과 『齊論語』의 발견 - 海昏侯 劉賀 墓 出土 『論語』
竹簡을 중심으로 - (西漢時期《論語》的普及與《齊論語》的發現 - 以海昏侯劉賀墓
出土《論語》竹簡為中心)」, <第四屆簡帛學國際學術研討會暨謝桂華先生誕辰八十
周年紀念座談會>, 2018. 10. 19-22/重慶, 中國
박이진 교수
「전후 일본의 혼혈 담론 -GHQ 점령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3(2018. 9)
배항섭 교수
「한반도의 오늘, 한말의 경험에서 생각한다 - 국제질서 인식의 자율성·냉철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124(2018년 가을호)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들 - 가능성과 문제점」, 『역사학보』 239(2018. 9)
정승진 교수
「湖南지역의 衛生·醫療문제 : 일제 ‘위생규율’의 植民地 地域社會에 대한 浸透와 限
界」,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정기 콜로키움(제30회), 2018. 9. 27/전북대학교
조민환 교수
「조선조 書論에 나타난 철학과 예술성의 상관관계」, 『동양예술』 40(2018. 8)
「剛菴 宋成鏞의 詩文과 畵題에 나타난 繪畵美學」, 『양명학』 50(2018. 8)
하영휘 교수
『지도예찬 – 조선지도 500년, 공간·시간·인간의 이야기』(번역 참여), 국립중앙박물관(2018. 8)
「당나귀 값 흥정의 앞과 뒤」, 『문자와 상상』, 2018년 가을호, Vol.03(2018.10)
손성준 연구교수
「대한제국기 잡지와 『조양보』 - 지식의 기획과 번역 주체로서의 동아시아 미디어」,
점필재연구소 주최 <대한제국기 매체와 지식의 재구성>, 2018. 8. 10/부산대학교
「植民地の翻訳文学と反検閲のアンソロジー : 『泰西名作短編集』を中心に」, 第1回
韓国・朝鮮学若手研究会, 2018. 10. 20/福岡大学
「번역문학의 재생(再生)과 반(反)검열의 앤솔로지 -『태서명작단편집』(1924)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66』(2018. 10)
김용태 일반연구원
「朴泳敎(1849 ~ 1884)의 『海東爾雅』에 대하여 - 서술방식과 저술의식을 중심으로」
, 『한국한문학연구』 71(2018. 9)
이현일 일반연구원
「중등교육에서의 한시 교육에 대한 단상」, 한국한문교육학회 주최 2018년 하계학술
대회, 2018. 7. 14/성균관대학교

정우택 일반연구원
「아리랑의 역사와 성격」,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대학 조문학부 주최 <동아시아 언어
문화의 경계와 탈경계>, 2018. 7. 5/중국 연길 연변대학교
「이용악과 러시아 연해주라는 장소」, 남북문학예술연구회·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인문학협동조합 주최 <재·월북 작가 예술인 해금(1988)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8. 8. 18/성균관대학교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아리랑, 평화축제의 노래」, <제43회 정선아리랑제 ‘아리랑
포럼’ 발표>, 2018. 10. 5/아리랑박물관, 강원도 정선군

3. 동아시아학 REVIEW
이번〈동아시아학 REVIEW〉에서 다룰 연구서는 How Shall
We Study East Asia?(JIMOONDANG, 2017)이다. 한국학
및 동아시아 연구 부문의 석학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보데인 왈라번(Boudewijn Walraven) 교수가 편집을 담당
하고, 역사학·문학·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 16인이
각 한 편의 논고를 실어 간행하였다. A&HCI 영문 저널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을 꾸준히 간행
해온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번에는 영문 단행본의 형태를 통해
한국학계가 중심이 된 동아시아 연구를 세계학계에 발신하게
되었다.
서문에서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는 동아시아 연구의 의의를
단순한 지역 연구가 아닌 방법론적 접근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제시하는 동아시아
연구의 방향성은 첫째로 연구의 성과들이 동아시아라는 한계를 넘는 보편적 의미를 지향하고,
둘째로 기왕의 동아시아 연구를 비판하고 극복해내는 데 있다.
본서는 크게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Section 1 : Reframing Discourse of East Asia>
은 동아시아 연구를 위한 방법론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Section 2 : Reinterpretations of
Confucianism>은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유교를 둘러싼 문제를 폭넓게
다루었다. <Section 3 : Governance and Society>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바라본 문자적 기원
및 법제(法制)의 문제를 논하였으며, <Section 4 : Memory and the Narration of History>은
문학과 서사,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동아시아와 한국의 특수성을 조명하였다. 각
섹션의 필진은 다음과 같다.
Section 1 : 미야지마 히로시, 임형택, 하마시타 다케시, 이성시
Section 2 : 이영호, 김명석, 김비환, 다니엘 종 스베켄디크
Section 3 : 김경호, 손병규, 배항섭, 박소현
Section 4 : 보데인 왈라번, 진재교, 한기형, 이혜령

교육

유교문화연구소

전통의 향기

유교문화연구소는 200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동양의 고전 속에 나오는 좋은 구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통의 향기>라는 엽서 글을 발행해 오고 있다. 이 글은 동양의 고전
속에 담긴 살아있는 유학의 문장들을 추려내어, 오늘날 우리네 삶의 전면에 비추어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과 성찰들로 다시 풀어낸 것이다. 이번 7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명구(名句) 312부터 317까지가 게시되었다. 해당 내용은 https://ygmh.skku.edu/ygmh/menu4/sub_04_02.js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한국학센터(IUC)

2018년도 여름학기 입학식 및 환영회

국제한국학센터(Inter-University Center)에서 주관하는 2018년 여름학기 IUC ‘집중 고급
학술한국어과정’이 시작되었다. 합류하게 된 사라 강(Sara Kang, 하버드대학 박사
과정), 조아 알렉산더(Joa Alexander, 하버드 대학 석사과정), 나리 타(Narith Ta,
미시건대학 박사 과정), 마이클랄스톤 (Michael Ralston, UBC 박사), 줄리 파고(Julie
Fagot, 엑스-마르세 이유대학 석사), 레이첼 박(Rachel Park, 버클리 학사/고려대
석사과정)은 한 학기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급 학술언어를 익힐 예정이다.
지난 7월 2일(월) 입학식과 환영만찬이 진행되었다.

국제한국학센터(IUC)

2018 Summer Colloquium

국제한국학센터는 2018년도 여름학기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 주제를
공유하기 위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에 마이클 랄스톤(캐나다 UBC 박사)의 「현대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비종교인을 중심으로(Religion in Contemporary Korea:
What do Unbelievers Believe?)」, 나리 타(미국 미시건대 박사과정)의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의 주변화: 한국의 불안정한 노동력에 대한 검토(The Marginalization of
South Korea’s Migrant Workers : An Examination of Korea’s Unstable Labor
Force”)」, 사라 강(미국 하버드대 박사과정)의 「기로에 선 한국 여성들: 피해국이자
가해국인 한국의 페미니스트 논쟁(Standing at a Crossroads: Korean Feminists as
Citizens of a ‘Victim’ and ‘Aggressor’ Nation)」등 총 6명이 발제를 진행하였다.
일시 : 2018년 8월 9일(목)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층 1050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제6기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제6기 과정의 두 번째 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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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중 첫 번째 학기는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완료되었으며, 두 번째
학기는 9월에서 11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일시: 2018년 9월~11월 매주 화요일, 19:00~20:50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주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SAAH)

지역인문학센터

2018년도 하반기 성균관학당 개설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가 주관하는 <성균관학당>이 9월부터 성균관대 학교탐방
홈페이지 통해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성균관학당>은 학교를 방문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강의는 동아시아
학술원 소속 교수들이 담당하며, 신청 기관의 학생들은 이를 통해 대학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1회차 캠퍼스투어 종료 후(11시 40분경)에
이어서 40~50분 내외로 진행되며, 내용은 국내외 고전, 역사, 문학, 철학, 예술 등 매회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지역인문학센터

재동초등학교 ‘한자와 생활’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재동초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5·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과와 연계한 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재동초등학교의 담임교사와
외부전문강사의 팀코칭으로 이루어지며, 한자를 즐겁고 재미있게 교육하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국어과 이해력 및 독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강사 : 노경희(조선대학교 한문학과 초빙교수)
일시 : 2018년 9월 4일(화)~11월 13일(화), 매주 화요일(8회)
장소 : 재동초등학교

지역인문학센터

가회민화박물관 전통미술아카데미 제1기

구분

강사

1

임태승(성균관대)

2

내용

방식

일자

동양의 미학

이론수업

2018. 10. 5.

윤순남(가회민화박물관)

민화 초 뜨기

실기수업

2018. 10. 12.

3

고연희(성균관대)

한국 회화와 민화

이론수업

2018. 10. 12.

4

윤순남(가회민화박물관)

민화 채색

실기수업

2018. 10. 12.

5

윤열수(가회민화박물관)

한국의 민화

이론수업

2018. 10. 12.

6

윤순남(가회민화박물관)

민화 채색 및 표구

실기수업

2018. 10. 12.

지역인문학센터

재동초등학교 학부모 특강

구분

강사

1강

진재교(성균관대)

다산의 인간학

2018. 10. 10.

2강

고연희(성균관대)

옛 그림에서 배우는 지혜

2018. 10. 11.

지역인문학센터

내용

일자

장소
재동초등학교

정독인문학 제1기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종로구 정독도서관과 공동으로 정독인문학 1기 과정을
개최하였다. <동아시아, 고전을 읽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꾸려진 본 정독인문학 1기의
취지는 동아시아 고전의 현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각각의 고전 속에 숨어있는 지혜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10월 23일부터 시작된 본 시민강좌는 8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에 진행되며,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강사

내용

1강

김경호(성균관대)

사마천과 『사기』

2018. 10. 23.

2강

임태승(성균관대)

논어 ‘유붕자원방래(有朋自遠方來)’의 참뜻

2018. 10. 30.

3강

이영호(성균관대)

논어에서 사람을 만나다

2018. 11. 6.

4강

고연희(성균관대)

그림으로 읽는 고전

2018. 11. 13.

5강

조민환(성균관대)

인품으로 본 동양예술

2018. 11. 20.

6강

하영휘(성균관대)

편지로 읽는 퇴계 이황의 삶

2018. 11. 27.

7강

이기원(강원대)

동아시아는 맹자를 어떻게 읽어왔는가

2018. 12. 4.

8강

진성수(전북대)

손자와 『손자병법』, 시공을 초월한 최상의 승리비결

2018. 10. 12.

1강 김경호 교수 강좌

일자

2강 임태승 교수 강좌

장소

정독도서관
지혜의 숲

소식
1. 기관
동아시아학술원장 이취임식
전임 : 진재교 교수 / 신임 : 한기형 교수
일자 : 2018년 9월 7일(금)
장소 : 600주년기념관 504호

대동문화연구원

택리지팀 한국학진흥사업단 토대연구지원사업 최종 선정

대동문화연구원 ‘택리지 이본 종합DB’팀이 2018년도 한국학진흥사업단 토대연구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의 명저 『택리지(擇里
志)』의 수많은 이본(異本) 중 ‘정본(定本)’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이본 30
종을 엄선하여 DB로 구축하고 해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인문지리 수용의 다양한 층차를 파악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본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적 시도와 학제간 연구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주제 : 택리지 이본 종합DB(연구책임자 안대회)
연구기간 : 2018년 7월~2020년 6월(3년)
연구진 : 공동연구원 2인, 전임연구원 3인(김세호 외), 연구보조원 1인

성균중국연구소

중국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성균관대학교 협정 체결

성균중국연구소는 지난 7월 30일 중국 중앙당교 국가행정학원과 성균관대학교의 공식
협정 체결을 주관하였다. 성균중국연구소는 2013년 3월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국제세미나 4회, 간담회 4회 및 『한반도
연도보고』의 양국 동시출판을 진행해왔다.

국제한국학센터(IUC)

베트남 호치민 국가대학교 총장 IUC 방문

지난 10월 30일 베트남 호치민시 국가대학교 ‘후이잉 탕 닷’(Huynh Thanh Dat) 총장이
성균관대 IUC를 방문하였다. 국제협력국 ‘르 탕 롱’ 국장과 ‘응우엔 티 푸엉 마이’ 한국학
과장, ‘으우엔 딩 투’ 사무처장, ‘응우엔 티 투 화이’ 부위원장 등이 수행하는 대규모
방문단이었다. 호치민 국가대학교 총장은 성균관대 부총장과의 환담 후 IUC를 방문하여
IUC 센터장 황호덕 교수와 정회정 IUC 교육부장으로부터 IUC의 고급학술한국어 교육의
성과와 현황을 들었으며, 호치민 국가대학교와 성균관대 IUC 간 한국학 연구자의 교류와
연구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IUC는 현재 비아시아권 출신의 한국학 연구자들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번 베트남 국가대학교 총장 방문을 계기로 아시아권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와 연구 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동아시아학과 및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2019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규 모집

일반전형 : 원서접수 2018. 9. 27~10. 15 / 면접전형일 11. 3 / 합격자 발표 11. 21
수시전형 : 원서접수 2018. 11. 22~12. 3 / 면접전형일 12. 15 / 합격자 발표 12. 21
외국인 특별전형 : 수시전형 일정과 동일

2. 연구진
진재교(전 동아시아학술원장)
[수여]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에서 한국학 발전 공로로 명예박사 수여, 2018. 10. 26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

동아시아학술원 원장을 역임한 진재교 교수(한문교육과)는 2018년 10월 26일(금요일)에
불가리아의 최고 명문대학인 소피아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888년 개교하여
올해로 130주년을 맞이한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은 2018년 5월말 게르지코프(Anastas
Gerdzhikov) 총장이 주재한 대학 회의에서 한국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진재교
교수의 명예 박사학위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날 진재교 교수를 초청하여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불가리아는 1990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국립대학인 소피아 대학이 한국의 정치인이나
외교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준 경우는 있지만, 한국 학자로 학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하여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은 진재교 교수가 처음이다,
진재교 교수는 2012년부터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과 불가리아 한국학과 발전을 위하여
동아시아학술원을 비롯한 해당 분야 교수들을 소피아 대학 한국학과 연구자와 연결시켜
정기적으로 학술회의를 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피아 대학 한국학과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기획과 한국학 학술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을 돕고, 또한 소피아 대학 한국학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연구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소피아대학 한국학과와 불가리아
한국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연희(동아시아학술원)
[강연] 「몽유도원도의 제찬과 안평대군」, 안평대군 탄생 600주년기념학술대회, 안평대군
과 몽유도원도, 2018. 10. 18/국립고궁박물관강당
김경호(동아시아학술원)
[강연] 「진시황제와 제국경영」·「전한시기 『논어』의 발견과 유학의 보급」, 김포중봉도서관
주관 <길 위의 인문학 : 옷의 띠만큼 좁은 강(一衣帶水)처럼 가까운 이웃, 중국>,
2018. 9. 4·9. 11/김포중봉도서관
김영죽(대동문화연구원)
[강연] 「문형으로 만나는 고전 명문장」, 인문학당 상우(尙友) 정기 강좌, 2018. 10.
1~11. 19(총 8주 매주 월요일)/(인문학당 상우(尙友)
김채식(대동문화연구원)
[강연] 「초서강의(기초편)」, 다산연구소, 2018. 9. 5 ~ 11. 7(매주 수요일)/인문학당 상우
로스 킹(초빙교수)
[인사] 초빙교수 임용 및 SJEAS 편집장 취임(2018. 9. 1)
보데인 왈라번(석좌교수)
[인사] 퇴임(2018. 8. 31)
배항섭(동아시아학술원)
[선정]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근세·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사회와 여성의 역할」,
(2018. 7. 1~2020. 6. 30)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수상] 2018년도 성균관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Best Teacher Award, 2018. 10. 15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제2공학관 ※ 과목명: <여성의 역사와 문학, 예술>
안대회·김보성(대동문화연구원)

[출판]
정만조 저, 안대회·김보성 역, 『용등시화 –유배지 등불 아래서 쓰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8. 8. 15
안대회 · 이승용 외(대동문화연구원)

[출판]
이중환 저, 안대회·이승용 외 역, 『완역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10
이영호(동아시아학술원)
[인사]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주임교수 임명(2018. 10. 22)

이현일(한문교육과·HK+연구소)
[강연] 「우리 선조들이 본 녹색 환경 -인문학적·심미적 마음으로 자연 경관 바라보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녹색환경지도자최고위과정 강연, 2018. 7. 24
/서울대학교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
[강연] 「최근 한반도 정세, 한중·북중 관계와 전망」,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제19회 조찬 포럼, 2018. 9. 12/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정우택(국어국문학과·HK+연구소)
[강연] 「윤동주 詩버스」, 종로문화재단, 2018. 8. 31/윤동주문학관에서 오장환문학관
까지(여행 멘토)
[강연] 「윤동주를 발견하는 별과 같은 암호들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집 최초본 발간
70주년을 기념하여」, 2018년 윤동주문학제 문학강의, 2018. 9. 7/청운문학관
[강연] 「소리를 통해 본 근현대문화사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민족의 노래 ‘아리랑’」,
2018. 10. 31/청운문학도서관
함영대(대동문화연구원)
[선정]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2018년 7월)
[강연] 「식산 이만부의 학술정신과 경학」, 2018년 근암서원 인문학 아카데미, 2018. 9.
20/경북 문경시 근암서원
[강연] 「천년의 지혜 사서삼경을 만나다 - 맹자편」, 2018년 무계학당, 2018. 9. 13~12.
6(12강)/종로구 부암동 무계원

3. 매체 보도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장)
대동문화연구원 개원 60주년 인터뷰, 성균웹진 398호, 2017. 7. 1
링크 https://www.skkuzine.com/Culture/view/1464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시론] 제로섬 아닌 보완관계의 공청단, 당중앙, 뉴스토마토, 2018. 7. 5
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3725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차이나 인사이트] 시진핑 경제책사 류허 … 미국과 확전보다는 봉합 희망, 중앙일보, 2018. 7. 17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2807038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이희옥칼럼] 표준을 향한 중국의 혁신성장 전략, 서울경제, 2018. 7. 24
링크 http://www.sedaily.com/NewsView/1S27KQPTO1

MOU체결(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앙일보, 2018. 7. 30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2845751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시론] 민심의 향배와 당의 신뢰, 뉴스토마토, 2018. 8. 6
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9336
손성준(HK+연구소 연구교수)
근대서지 17호, 국내 최초 나도향의 번역소설 ‘카르멘’ 발굴, 게재, OSEN, 2018. 8. 7
링크 http://www.osen.co.kr/article/G1110961857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장)·김보성(대동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9세기 시단 조명한 비평집 '용등시화' 번역 출간, 연합뉴스, 2018. 8. 23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3/0200000000AKR20180823121800005.HTML?input=1195m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이희옥칼럼] 북중관계의 회복과 더 복잡해진 한반도 해법, 서울경제, 2018. 9. 4
링크 http://www.sedaily.com/NewsView/1S4I9TTW8F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장)
“임진왜란 때 활약했다는 ‘원숭이 기병대’ 실존했다”, 한국일보, 2018. 9. 6
링크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051698016614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시진핑 “한반도 문제 해결 당사자는 남북미”…中 속뜻은?, KBS, 2018. 9. 14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8516&ref=A
학술대회 ‘고종시기 학술계와 영재 이건창’(대동문화연구원)
조선 전기 문단에 날카로운 비판 가한 청년 이건창, 연합뉴스, 2018. 9. 16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5/0200000000AKR20180915039800005.HTML?input=1179m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이희옥의 퍼스펙티브] 미·중 기술 냉전, 제조업 강화만으론 위기 돌파 어렵다, 중앙일보, 2018. 9. 17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2975686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장)
“천년 문장, 인간 이해하는 보물지도죠”, 한국경제매거진, 2018. 9. 19
링크 http://magazine.hankyung.com/money/apps/news?popup=0&nid=02&c1=2004&nkey=2018091900158098052&mode=sub_view
김지범(서베이리서치센터장)
[Special Report] [‘각학각색(各學各色)’ | 백약이 무효? 저출산 해법은 어디에 - 사회학]
저출산 대책과 양성평등의식 연계해야, 중앙시사매거진, 2018. 10. 29
링크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3351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장)
이중환 택리지 정본 완역… 6년의 땀 마침내 결실, 동아일보, 2018. 11. 7
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81107/92760888/1 (※경향·연합·조선 등 다수 매체 보도)

4. 주요 활동 계획
《HK+연구소》 동아시아 포럼
-김한웅(하버드 박사) : 티베트 및 청나라/몽골 변경 지역의 문화(2018. 11. 2)
-손철(중국 인민대학 교수) : 청대 변경사(2018. 11. 29)
-백광렬(서울대 연구원) : 조선후기 양반지배네트워크의 성격과 구조변동(2018. 12. 20)
-류충희(후쿠오카대학 전임강사) : 동아시아 근대 비교문학·비교사상(2019. 1. 10)
《서베이리서치센터(SRS)》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 간담회 개최(2018. 11. 2)
《HK+연구소》 동학농민혁명 124주년 기념학술대회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2018. 11. 8)
《HK+연구소》 국내학술대회 <1980년대, 박완서 소설과 사회>(2018. 11. 10)
《유교문화연구소》 제3회 세계유교학술대회
<세계 문명의 전환과 유학의 역할(2018. 11. 23-24)
《대동문화연구원》 2018년 <푸른 산속 의리주인, 심환지> 특별전 기념 학술대회
<심환지의 정치와 학문 세계>(2018. 11. 30)
《국제한국학센터(IUC)》 가을학기 IUC 당대 한국학 특강
-정우택(성균관대 교수) : 한국 노래 아리랑의 역사와 성격(2018. 12. 1)
-김기환(동국대 교수) : 1970년대 한일지성 교류사와 재일 유학생의 생활문화(2018. 12. 12)
《성균중국연구소》 중국개혁개방 4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2018. 12. 14)
《성균중국연구소》 성균차세대한반도포럼(2018. 12. 14)
《국제한국학센터(IUC)》가을학기 콜로키움(2018. 12. 20)
《대동문화연구원》 제3회 연행록 국제학술대회(2019. 1. 17)
《HK+연구소》 동경·경도대 연합 국제학술대회 <아시아의 여성>(2019. 1. 22)
《HK+연구소》 동아시아 ‘서신’ 국제학술대회(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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