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학술원 뉴스레터
2019년 제2호 (2019.3~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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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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소에서는 학계를 선도하는 중진 및 신진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2019년 1학기 ‘동아시아 포럼’을 개최하였다. <근대 

동아시아의 신체와 법제>를 테마로 한 본 연속 특강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제적 

담론을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활 동

초청특강 동아시아포럼 전문가초청특강

초청특강 동아시아포럼 한국학 특강

구분 발표자 소속 내용 일자 장소

1 김태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원

03.29

2 김영욱
서울대

불문학과 교수
04.26

600주년
기념관
504호

3 유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05.24

천황의 세 신체(The Tenno’s three bodies)
: 근대 동아시아 바디폴리틱(body politic) 연구

동아시아의 루소 번역과 관련하여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국제한국학센터(Inter-University Center, 이하 IUC)는 저명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구의 사회적 소통 및 확산을 도모하고, IUC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한국학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구분 발표자 소속 내용 일자 장소

1 원미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04.01

2 김보영
서울대 규장각
선임연구원

04.29
600주년
기념관
504호

3 최동현
군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05.17

한국어교육에 있어 어휘 교육 연구의 동향과 쟁점

휴전협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 한국전쟁과 휴전회담 

사설과 자막, 판소리 다섯 마당의 번역과 
주석으로서의 영문 자막 



연속 세미나 HK+연구소 Research Cluster

R/C명(책임자) 내용 일자

19세기 동아시아
(배항섭)

고연희(성균관대) : 책거리 속 책을 읽기, 그 의미 03.08

김건태(서울대) : 마을의 위상과 전세량의 관계 04.12

04.06
동아시아

자료학연구회
(김경호)

악록진간 제5집 자료강독, 오준석(경북대) 
: 약록서원장진간 제5집 39간~52간

04.26

05.30

정전(正典)과
동아시아 

지식문화의 근대
(손성준)

구인모(연세대) : 쉬즈모(徐志摩)와 중국 낭만주의
강용훈(인천대) : 1940~1942 Chinese Revolution and Western Literature

손성준(성균관대) : 량치차오의 중단된 번역과 중국 신소설의 미래
임상석(부산대) : 한국과 일본 지식인의 한문맥 

04.12

05.20

근대 동아시아
‘고전(古典)’들의
재인식(박은영)

근대 초기 동아시아의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의 수용에 관한 발표와 토론

나가누마 미카코(長沼美香子)의 『訳された近代(번역된 근대)』의
서장~5장까지 발제 및 토론

연속 세미나 대동문화연구원 연행록팀 연구자 콜로키움

구분 책임자 일자 내용 장소

제65차 03.20

제66차 이희목 04.17

제67차 05.22

강호보 『상봉록(桑蓬錄)』 번역 

600주년기념관 402B호

대동문화연구원 회의실

600주년기념관 402B호



대동문화연구원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역사적 전환기에 처한 영남 사족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河回 和敬堂(北村家)의 鶴棲 
柳台佐와 石湖 柳道性의 생애와 학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일시 : 2019년 3월 14일(목), 10:00~17: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국내학술대회 鶴棲 柳台佐와 石湖 柳道性의 생애와 학문

HK+연구소는 3월 15일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정승진 교수가 주도하는 HK+사업 R/C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팀에서 

기획하였으며,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일시 : 2019년 3월 15일(금), 10:2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118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탈분단시대 평화공존의 통섭적 성찰 : 과학기술과 지역표상



대동문화연구원은 사단법인 한국명승학회와의 공동으로 학술대회 <명승학의 연구방법론과 

명승연구의 실제>를 개최하였다. 새로운 명승 연구에 주목하여 2018년 6월 25일 문화재청 

산하학술단체로 설립된 한국명승학회와의 공동 연구는, 이후로도 전래의 명승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국가와 지역의 정체성 구축은 물론 문화콘텐츠 및 문화관광산업의 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 2019년 3월 22일(금), 13: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 한국명승학회

국내학술대회 명승학의 연구방법론과 명승연구의 실제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사회과학논총』의 창간호 출간과 함께 제5차 중국사회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중앙대학교 백승욱 교수의 <‘신시대’와 중국의 역사 다시쓰기>와 서울대학교 

문경연 박사의 <양안결혼이주남성들의 ‘젠더 트러블’>을 주제로진행된 이번 포럼은 중국 

사회변동의 맥락을 이해하는 한편 양안결혼이주자들에 대한 시민권, 노동권, 젠더 역할의 

교차점에 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16:30~18: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0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포럼 중국의 역사 다시 쓰기와 젠더 트러블



성균중국연구소는 <미중 무역전쟁과 미중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제3차 중국의 변화와 

미중관계 집중세미나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본 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왕융 교수는 대중국 무역 전쟁에 대한 미국의 의도와 무역전쟁을 추동한 

대내외적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에 관한 

고견을 들려주었다. 

일시 : 2019년 4월 18일(목), 16: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0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재단법인 여시재 

초청특강 미중 무역전쟁과 미중관계의 미래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 경제의 혁신동력과 미중관계>를 주제로 제2차 중국의 변화와 

미중관계 집중세미나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본 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중국(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 원장은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고품질 발전이 갖는 함의와 중국 경제의 

혁신동력에 대해 밝혔고, 이러한 혁신동력이 미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초청특강 중국경제의 혁신동력과 미중관계

일시 : 2019년 4월 11일(목), 16: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11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재단법인 여시재



HK+연구소는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 제9차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동아시아사

문화전승>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운남사범

대학 등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동아시아 지역 역사문화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국가 

간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이었다.

일시 : 2019년 4월 25일(목)~26일(금) 

장소 : 중국 운남 곤명 운남사범대학 역사여(與)행정학원 

주최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주관 : 중국 운남 곤명 운남사범대학 역사여(與)행정학원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사문화전승(東亞歷史文化的傳承)

대동문화연구원은 다산학술문화재단과 공동 학술대회 <맹자학과 다산 정약용>을 개최하였다. 

맹자학과 다산정약용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이틀에 걸쳐 개최하였다. 

국내학술대회 맹자학과 다산 정약용

일시 : 2019년 4월 19일(금)~20일(토)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다산학술문화재단



대동문화연구원은 지난 60여 년간 한국학을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 연구에 정진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을 핵심 고리로 삼아 국가형성과 전쟁의 문화적 

구성력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고전 연구의 본산에서 한국학 연구의 

메카로 도약하려는 대동문화연구원의 첫 발자국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성료하였다. 

일시 : 2019년 5월 10일(금), 13:00~18: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국내학술대회 비상의 시대, 동원의 정치

HK+연구소는 한국여성문학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 대회에서는, 한국 여성주의 문화연구의 

최첨단에 서 있는 연구자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일시 : 2019년 5월 11일(토), 13:00~18: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한국여성문학학회

국내학술대회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



성균중국연구소는 공주대학교 SSK 사업단과 재단법인 여시재와 함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현재의 미중무역 갈등이 단순히 패권국인 미국과 도전자인 중국 간의 갈등이 아닌 

기술부문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양국 간의 갈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의 전개과정을 짚어보는 한편 양국 간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시 : 2019년 5월 17일(금), 13:3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11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공주대학교 SSK사업단·재단법인 여시재

국내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중 무역 갈등

동아시아학술원은 <평화체제를 향한 북한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화두 하에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기획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 첫 번째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과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통일연구원, 북한대학원대학교가 함께 

준비했다.

일시 : 2019년 5월 31일(금), 10:00~18:1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215호 / 9B118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통일연구원·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국내학술대회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과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과제



연 구

1. 출판

『한반도 평화와 중국』,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양철 지음, 지식공작소,

 2019. 3. 27 

『중국, 스스로의 길을 묻다』,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지음,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3. 29

『중국의 발전동력』, 츠푸린 지음,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4. 10

신간

2. HK+ 연구성과(2019. 3~2019. 5)

「동전을 중심으로 본 전근대 동아시아의 화폐  —  송(宋)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史林』 
68(2019. 4) 

고은미 교수

「日本・高麗との交易事例からみた元の対外政策」, 『史苑』 79-2(2019. 5)

「波濤그림과 活水이론이 엮은 회화사」, 『한국학문학연구(韓國漢文學硏究)』 73(2019. 3)
고연희 교수

「騎牛吹笛 圖像의 展開」, <東亞歷史文化的傳承>, 제9회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중국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정례 학술회의, 2019. 4. 25~26/중국 운남사범대학 역사여(與)
행정학원 

한기형 HK+단장
「法域與文域-帝國內部的表現力差異與植民地文本」, 동북아역사중심 학술교류 협정 체결 
및 강의, 2019. 3. 28~31/중국 호남사범대학

『대동문화연구』 105집(2019. 3)

수록 논문 : http://ddmh.skku.edu/

연속간행물



「법률과 도덕감정 - 동아시아 법사학 연구의 새로운 시각」, 『역사와 담론』 90(2019. 4)
박소현 교수

「朝鲜的儒教政治文化与现代的传承｣, <東亞歷史文化的傳承> (※상동)
배항섭 교수

「한말 나주지역의 사회운동」(96~109), 『천년의 역사문화도시 : 나주의 재발견』, 나주시, 
2018. 12(공저)

「“未可與權”說에 나타난 孔子 經權觀의 미학적 구조 분석」, 『동양철학연구』 98(2019. 5)
임태승 교수 

「평화로 가는 길목, 철원 : 물길은 뚫려야 한다!」, <탈분단시대 평화공존의 통섭적 성찰 : 
과학기술과 지역표상>,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공동 학술회의, 2019. 3. 15/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정승진 교수

「3.1운동 일본 언론 매체 사료집」 제2권, 홍성사, 2019. 4. 30(편저)  
박은영 연구교수

「『고쿠민신문(国民新聞)』에 나타난 3.1운동」, <일본·일본인과 3.1운동> 특집학술회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주최, 2019. 5. 4

「연천 김이양의 문학관과 사회관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전문학회 정례학술발표회, 2019.5.18
김용태 일반연구원

『완역 조양보(朝陽報)』(1, 2권), 보고사, 2019. 4. 30(공역)
손성준 연구교수

『원문교감 조양보(朝陽報)』(1, 2권), 보고사, 2019. 4. 30(공편)

「근대문학 초창기 매체와 홍사용, 그리고 초기 시」, 『시와 희곡』 창간호(2019. 4) 
정우택 일반연구원

「한겨레 디아스포라의 통합·평화의 문화상징 <아리랑> 콘텐츠」,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과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과제>, 성균관대학교·통일연구원·북한대학원대학교 공동학술회의, 
2019. 5. 31/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118호

「漢代時期東亞知識的傳播- 以《論語》為中心」, <東亞歷史文化的傳承> (※상동)

동북아역사중심 학술교류 협정 체결 및 강의, 2019. 3. 28~31/중국 호남사범대학
김경호 교수



3. 동아시아학 REVIEW

본서는 ‘근대전환기의 국가와 민’을 공동 주제로 한 총서 

집필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한제국’시기 이전의 19세기에 

주목한 연구이다. 각각의 나라, 민족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근대가 서구 중심적 근대에 의해 그 다양성이 말살되어왔고 

특히 비서구 지역에서 자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관점은 

한국사의 19세기에도 여지없이 적용되었다. 저자인 손병규 

교수(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는 그동안 반복 되어 왔던 

서구 중심적 근대주의를 비판하고, ‘목표’로만 설정되어왔던 

서구를 상대화하여 세계의 다양한 근대 현상을 각지의 다양한 

역사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근대’를 발견하여 한국사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조선의 재정시스템은 ‘군현제’라는 지방행정체계로 운영되었는데, 이 제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분권적인 요소가 최대한 억제되는 제도로 같은 시기의 다른 근대사회의 지방행정체계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책은 이러한 19세기 조선의 지방재정운영을 통해 중앙집권적 경제정책과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병존하는 국가경제체제를 발견하고 그것이 근대전환기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양상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한국사에서 '다양한 근대'를 발견하는 것은 이후 

현대에 이르는 한국사 인식의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발견은 

서구적 근대화를 지상 목표로 하는 일본의 식민지정책과 대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의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세계에 제시하기에 이른 것 또한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운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를 살아오고 식민지시대를 견뎌온 민중의 

역사경험이 최근까지의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다.

손병규, 『19세기 지방재정 운영』(경인문화사, 2018.4)

‘다양한 근대’를 통해 한국사 인식의 변화를 꾀하다. 



교 육

성균중국연구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인 포럼(이하 100인 포럼)”을 진행하였다. 4월 15일에 진행된 100인 

포럼은 1년간의 포럼활동을 알리는 개회식과 함께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수의 중국인 대학원생 100명을 

선발하여 향후 4회의 포럼과 함께 스터디투어 및 제1기 포럼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문화탐방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일시 : 2019년 4월 15일(월), 13:30~17:30 

장소 : 한국국제교류재단(KF) 서울사무소 세미나실, 외교부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성균중국연구소 제1회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인 포럼

성균중국연구소는 세운상가 세운홀에서 제2회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인포럼을 진행하였다. 

이번 포럼은 세운상가 도시재생프로그램 관람과 함께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성균중국연구소 제2회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인 포럼

일시 : 2019년 5월 16일(목), 17:30~20:30 

장소 : 세운상가 세운홀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일자 강사 강연주제

03.28
안대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장)
정조시대 정원에 들어가다(※입학식을 겸함)

04.04
박현순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교수)
과거급제의 꿈(성균관대학교박물관 전시 관람 30분)

04.11
하영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신현의 가서 -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04.18
신병주

(건국대 교수)
모든 것을 탐구한 선비 성호 이익

05.09
박철상

(한국문헌문화연구소장)
인장, 선비를 읽다

05.16
진재교

(성균관대 교수)
선비의 사생활, 춘화로 읽는 그 외면과 내면

05.23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다산 정약용의 일상에 들다

05.30
정병모

(경주대 교수)
김홍도 풍속화에 펼처진 양반의 또 다른 모습

04.25
장남원

(이화여대 교수)
문방의 백자

05.02
이수빈

(성호기념관 학예연구사)
성호 이익 위대한 삶의 맥 - 성호기념관 답사(※현장답사)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제4회 종로다산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산의 시대, 선비의 

일상과 취미>를 열었다. 본 프로그램은 3월 28일 개강하여 6월 20일까지 총 12강으로 진행된다.

지역인문학센터 종로다산학교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재동초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3~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과와 연계한 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3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20회에 걸쳐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재동초등학교의 담임교사와 외부 전문강사(노경희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초빙교수) 

의 팀코칭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자를 즐겁고 재미있게 교육하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국어과 

이해력 및 독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역인문학센터 초등학생 인문교육 프로그램 ‘한자와 생활’

IUC에서는 2019년 봄학기를 맞아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는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장 한기형 교수와 국어국문학과 정우택 교수, 황호덕 IUC 센터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새로운 마음으로 과정을 시작한 외국인 연구자들을 환영해 주셨다. 이번 학기에는 

미국 위스콘신 박사과정에서 한국 판소리를 전공하며 한국 문학과 언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니 레그(Jeni Legg), 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외국어대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 박사 과정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카테리나 소토바(Kateryna 

Sotova)씨와 더불어, 캐나다 UBC에서 동양학, 그 중에서도 16세기 조선 유학과 향약을 

연구하고 있는 알리 칼라프(Ali Khalaf), 미국 UCLA에서 학사와 동아시아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영국으로 건너가 센트럴랭커셔 대학교(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프리실라 김(Priscilla Kim)씨가 새롭게 합류했다. 

IUC 2019년 봄학기 IUC 고급학술한국어과정 입학식 및 개강



국제한국학센터는 지난 4월 25일 2019년도 봄학기 필드트립으로 경교장과 배재학당, 

서울시립미술관 등을 다녀왔다. <건국 초기의 역사와 교육의 장소들>이라는 주제로 고급 

학술한국어과정 역사강의 시간에 다루었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었다.

IUC 2019년 봄학기 필드트립

일시 : 2019년 5월 31일(금), 10:30~12: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9B320

동아시아학술원에서는 한국학연계전공생들의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전공생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공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2회 발표회는 <600년 도읍, 

한양(漢陽), 글로벌 도시 서울(首尔)>을 테마로 진행되었다.

한국학연계전공 제2회 한국학연계전공 전공발표회

소 식

1. 기관

장기간의 작업을 거친 존경각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각종 소식 및 자료가 

체계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http://east.skku.edu/#/ 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존경각 존경각 홈페이지 개편



한국국제교류재단[KF] 공동연구 MOU 체결

성균중국연구소는 3월 22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과 업무 양해각서를 맺고 

2019년 <재한중국인 대학원생 100인 포럼>, <한중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 <한중정책 

연구시리즈>, <중국 차세대 정책전문가 포럼>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성균중국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킹 강화, 산관학 협력 등을 통한 공공외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균중국연구소

중국 호남사범대학 동북아연구센터 MOU 체결

성균중국연구소는 2019년 4월 27일 중국 호남사범대학 동북아연구센터와 MOU를 

체결하였다. 두 연구기관은 상호 협력 증진과 동아시아 연구 및 학술 교류 사업의 발전을 

위해 정례 학술회의를 활성화하고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학술교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성균중국연구소

동아시아학술원은 2019년 3월 28일 중국 호남사범대학과 동북아역사중심 MOU를 체결 

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3월 28일~31일 중국 호남사범대학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 중국 호남사범대학 동북아역사중심 MOU 체결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14:00~16: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10호 성균중국연구소 회의실 

일시 : 2019년 5월 20일(월), 10:00~12: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10호 성균중국연구소 회의실

성균중국연구소는 5월 14일 성균중국연구소 회의실에서 중국사회과학원 일행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장윈링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을 대표로한 일행단과 함께 성균중국연구소는 

최근의 미중 무역갈등의 양상과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간담회

성균중국연구소는 5월 20일 중국국무원참사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장옌퉁 국무원참사실 

부주임을 대표로한 방문단과 함께 성균중국연구소는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등을 모시고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이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성균중국연구소 중국국무원참사실 간담회



3. 매체 보도

SBS <한국학, 한국의 골든타임> 방송, IUC 프로그램 소개 및 IUC 운영위원회 교수진 다수 출연, 
2019. 3. 5

국제한국학센터(IUC)

오로지 국가·민생 위하여… 18년 유배생활서 ‘실사구시’ 꽃피우다, 서울신문, 2019. 3. 5
링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05022001&wlog_tag3=naver

진재교(동아시아학술원)

[강연]

함영대(대동문화연구원)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실학자들의 만년에서 보는 

육십 이후의 삶」, 2019. 5. 20(월), 22일(수), 29일(토)/강서도서관 교육문화교실2

[강연]

이영호(동아시아학술원)
「천년의 지혜, 사서삼경을 만나다!」, 2019. 4. 5~6. 21(매주 금요일, 총 12강)

/부암동 전통문화공간 무계원

[강연]

정우택(동아시아학술원)
「윤동주 詩버스-세계 혁명을 꿈꾼 이육사」, 이육사문학관(경북 안동) 탐방 안내 및 

특강, 2019. 4. 12/종로문화재단

김보성·임영길(대동문화연구원)

[출판] 조소앙 저, 김보성·임영길 옮김, 『소앙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4. 11

2. 연구진

[강연]

김영죽(대동문화연구원)

「『논어집주』 강독」, 인문학당 상우(尙友) 강좌, 2019. 3. 15~2019. 5. 17/충무로 

풍산빌딩 701호 

[강연]

고연희(동아시아학술원)

「산수화의 이해」, 2019. 3. 20/강동구 평생학습관
[강연] 「겸재 정선(1)」, 세종마을인문학강좌, 2019. 4. 19/세종마을가꾸기회

[출판] 이복현 저, 조창록·이성민·김채식·이상아 옮김, 『석견루시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3. 31

조창록·이성민·김채식·이상아(대동문화연구원)



인터뷰, ‘무심서가 춘강 서정건 선생 초대전’, 서울신문, 2019. 3. 6
링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06029002&wlog_tag3=naver#csidx65db7c5f3d1ddb88f957b83ef68b2f7

하영휘(동아시아학술원)

[사랑방] 학서 류이좌·석호 류도성 학술회의, 중앙일보, 2019. 3. 11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406747

학술대회(대동문화연구원)

“한국 과학기술, 중국에 역전 위기 직면”, 경북일보, 2019. 3. 12
링크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853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20년 땀의 결실… 동아시아 미학은 의경 탐구의 역사”, 동아일보, 2019. 3. 14
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90314/94532581/1

신정근(유교문화연구소장)

김보성, 임영길 연구원 번역 보도자료 : 무장해제 당한 한민족, 민족의식으로 갑옷과 무기 
삼았다 / 독립운동가 조소앙 대표 저작 ‘소앙집’ 첫 완역, 동아일보, 2019. 3. 14(추가 관련 
보도 : 연합뉴스, 2019. 4. 23)
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90314/94532572/1

대동문화연구원

[이희옥칼럼] 어떻게 중국을 추격할 것인가, 서울경제, 2019. 3. 19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NFX3DG1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조선 후기 최고 명승은 도봉산·금강산·포천 금수정”, 연합뉴스, 2019. 3. 24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3039100005?input=1179m

학술대회(대동문화연구원)

종로구 무계원에서 사서삼경 배우다, 아시아경제, 2019. 3. 25
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2421594549684

이영호(동아시아학술원)

‘금강산’ ‘도봉산’ ‘포천 금수정’ 조선 후기 3대 명승지, 동아일보, 2019. 3. 28 
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90328/94773051/1 

학술대회(대동문화연구원)

[고전 통해 세상읽기] 人心惟危 道心惟微(인심유위 도심유미), 서울경제, 2019. 4. 5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QY3CQUY

신정근(유교문화연구소장)

[이희옥의 한반도평화워치] 중국은 ‘베이징 프로세스’로 북·미 설득해야, 중앙일보, 2019. 4. 5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432314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인터뷰, 서울의 숨은 정원 문이 열렸다. 의친왕 별궁 ‘성락원’ 개방 / 순조 딸 복온공주가 11살에 
쓴 ‘한글 시문’ 첫 공개, 중앙일보, 2019. 4. 23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448128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장)



인터뷰, [단독]中 고위직 3인 동시방한…언론은 “反화웨이 땐 보복”, 중앙일보, 2019. 5. 26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479803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이희옥칼럼] 시진핑이 다시 사회주의를 호명한 이유, 서울경제, 2019. 4. 23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Z7O4SZU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이성민, 김채식, 이상아 연구원 번역 보도자료 : 조선후기 문인 이복현 시집 ‘석견루시초’ 
번역 출간, 연합뉴스, 2019. 4. 25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4165400005?input=1179m

대동문화연구원

‘삼균주의’ 독립운동가 조소앙 대표작 '소앙집' 한글 완역본 출간, 뉴스1, 2019. 4. 25
링크 http://news1.kr/articles/?3606790

대동문화연구원 

“Uma Criança Com Fome Não Consegue Pensar em Política ou Liberdade” [A 
Hungry Child Cannot Think About Politics or Freedom], Observador, 2019. 4. 28 
링크 https://observador.pt/especiais/uma-crianca-com-fome-nao-consegue-pensar-em-politica-ou-
       liberdade-a-realidade-dura-da-infancia-na-coreia-do-norte/

다니엘 종 스베켄디크(동아시아학술원)

제29대 문화재위원회 발탁 보도자료 : 문화재위원 신규 위촉, 연합뉴스, 2019. 5. 1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1082700005?input=1179m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장)

부산대, 2019 밀양 인문고전축제…조선 인문전통 강좌·답사로 체험, 뉴스1, 2019. 5. 5
링크 http://news1.kr/articles/?3613817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인터뷰, 박방영 작가 ‘상형문자+그림 상형일기풍’ 작품 초대전, BreakNews, 2019. 5. 6
링크 http://www.breaknews.com/652565

조민환(동아시아학술원)

인터뷰, 서울의 숨은 정원 문이 열렸다. 의친왕 별궁 ‘성락원’ 개방 / 순조 딸 복온공주가 11
살에 쓴 ‘한글 시문’ 첫 공개, 조선일보,  2019. 5. 7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149.html?utm_source=daum&utm
       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 문화예술’학술회의, 연합뉴스, 2019. 5. 21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1145000005?input=1195m

학술대회(동아시아학술원)

인터뷰, 미, 화웨이 때리기 왜?…“지금 중국 기술굴기 못 막으면 실리콘밸리 무너질 것”, 
한겨레, 2019. 5. 25
링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95281.html#csidx2e409c8633547c4b7577d34dbca08eb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주관 활동 종로다산학교 

- 김동준(이화여대) : 문인들의 야연, 1박2일의 풍경 / 2019. 6. 13

- 고연희(성균관대) : 책거리 병풍에 담긴 선비의 욕망 / 2019. 6. 20

《HK+연구소》 학술대회 <경계를 부수는, 평화의 세기로>(2019. 6. 14)

《한국학연계전공》 2019년 상반기 교강사 간담회(2019. 6. 19)

《성균중국연구소》 진창이 교수(연변대) : 북핵문제의 딜레마와 해법의 패러독스 

                      / 2019. 6. 21(금), 11:30~13:00

《HK+연구소》 2019년 상반기 동아시아 포럼

 - 전종욱(전북대) : 한의학의 전통과 현대화 방안 / 2019. 6. 28(금), 16:00

《HK+연구소》 2019년도 하계 워크샵(2019. 7. 2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제6회 한중일 대학원생 연합포럼

                    : 성균관대-도쿄대 대학원생 포럼 2019. 7. 11~14

4. 주요 활동 계획 (2019. 6~8)

동아시아학술원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TEL 02-760-0777 E-mail aeas@skku.edu http://aea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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