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학술원 뉴스레터
2019년 제4호 (2019.9~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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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 연구포럼 • 특별간담회 • 집중강좌 

초청특강 • 연속 세미나 • 워크샵 등

활 동

동아시아학과 •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 IUC(Inter-University Center)

HK+지역인문학센터 • 한국학연계전공 

교 육

 출판 • HK+연구성과 • 동아시아학 REVIEW

연 구

기관 • 연구진 • 매체 보도 • 주요 활동 계획

소 식



HK+연구소는 학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2019년 2학기 ‘동아시아포럼’을 개최하였다. 

활 동

초청특강 동아시아포럼 전문가초청특강

초청특강 동아시아포럼 전문가 초청 한국학특강

구분 발표자 소속 내용 일자 장소

1
혼다

히로시
(本田洋)

동경대
한국조선

문화연구과
09.20

2 이현경
캠브리지대

인문사회연구소 10.18

600주년
기념관
504호

3 정명현 임원경제연구소 11.15

한국의 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사회인류학적 시론 
: 전북 남원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려운 문화유산(Difficuls heritage)
: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중심으로

임원경제지 번역의 종착점을 향하여

HK+연구소와 국제한국학센터(Inter-University Center, 이하 IUC)에서는 식민지 시기 

극동지역 변방에서 살았던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2차례에 걸쳐 ‘동아시아 포럼 전문가초청 한국학특강’을 개최하였다.

구분 발표자 소속 내용 일자 장소

1 임영상
한국외국어

대학교
11.01

2 장영은 성균관대학교 11.29

600주년
기념관
504호

1920~1930년대 연해주 고려인 사회
: 언론, 교육, 극단, 문학

생존과 글쓰기 : 여성 사회주의자의 자기서사



연속 세미나 HK+연구소 Research Cluster

R/C명(책임자) 내용 일자

19세기 동아시아
(배항섭)

배항섭(성균관대) : ‘근대’에 횡령당한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
- 민중운동의 민회와 갑오개혁의 향회

10.17

송양섭(고려대) : 19세기 巨濟 舊助羅里의 賦稅分定과 ‘洞錢’의 運營 11.08

10.26

10.05동아시아
자료학연구회

(김경호)

악록진간소장 진간 제131간 - 145간 강독 발표자 : 유창연

악록서원소정 진간 제146간 - 153간 강독 발표자 : 유창연

10.24
한국회화사연구,

명화(名畫)의 발견
(고연희)

학술대회 <한국회화사의 명화 발견>에 대한 최종점검
: 고연희, 김소연, 유재빈, 김수진, 서윤정, 권행가, 김지혜, 고은솔

09.27

근대 동아시아 
‘고전(古典)’들의

재인식
(박은영)

10월 11일 학술대회 최종 점검 및 팀별 발표

10.31

11.23

정전(正典)과
동아시아

지식문화의 근대
(손성준)

구인모(연세대) : 새로운 혹은 다른 한국근(현)대시사의 구상
(학술대회 발표 요지 검토)

학술대회
<함께 쓰는 한국 근대문학사 - 문학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진행

10.11
학술대회 <정치행위자로서의 번역자 - 근대 동아시아의
서양지식담론 수용> 진행

11.01한국 독립신문의 ‘정치사상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 발표를 진행

11.23
메이지시대 일본의 홉스 ‘리바이어던’ 수용의 양상에 대한
연구발제 및토론 진행 

연속 세미나 대동문화연구원 연행록팀 연구자 콜로키움

구분 책임자 일자 내용 장소

제71차 09.18

제72차 이희목 10.23

제73차 11.20

강호보 『桑蓬錄』강독 600주년기념관 405호



구분 발표자 소속 내용 일자 장소

1
안정준
임진희

서울시 빅데이터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09.20
퇴계인문관
31409호

퇴계인문관
31305호

서울시 빅데이터 신사업 소개 및 문서정보 
공개 정책과 케이스 스터디 

2 손민웅
College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Kentucky 10.11

Bureaucratic medicine in the era of 
evidence-based medicine

3 신희춘 Statistician, NCHS 11.14Web Panel on Health Surveys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는 9월 20일부터 10월 11일, 11월 14일 3회에 걸쳐 외부 초청연사를 

모시고 성균사회학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비정형데이터의 현황과 

가능성을 공유하고, 의료정보시스템, 웹을 활용한 조사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  

연속 세미나 서베이리서치센터 성균사회학포럼

HK+연구소는 ‘정치행위자로서의 번역자 - 근대 동아시아의 서양지식담론 수용’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외국 연구자들을 초청한 본 국제학술대회는 

근대 동아시아의 번역과 서양지식담론 수용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학문적 교류의 장을 

펼치는 시간이었다.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10: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0501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국제학술대회 정치행위자로서의 번역자



대동문화연구원은 1958년 1월 개원한 이래 한국의 고전 문헌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영인함으로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일에 힘을 쏟아왔다. 여주이씨의 먼 선조인 이행 선생 및 

여주이씨 제현의 저술은 대동문화연구원과 깊은 인연이 닿아 있었고, 이것이 이번 

학술발표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발표회에는 이행 선생의 사업과 행적, 정치적 

입장과 절의 의식, 문학적 교유 관계를 차례로 짚어 보고, 아울러 월송정을 포함한 동부 

해안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 2019년 10월 18일(금), 13:00~17:00

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백암온천 한화리조트 1층 백암실

주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주최 : 문절공기우자선생숭모사업회

후원 : 울진군·여주이씨종친회연합회·평해황씨대종회·여주이씨돈녕공파종회

국내학술대회 기우자 이행 선생 학술발표회 - 고려유신으로 기우자선생이 겪은 생애와 절의

성균중국연구소는 2019년 정례국제학술대회 <미중관계와 동북아 질서>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회의는 미중 경쟁의 “핵심의 핵심”을 분석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중국 학계에서 미중관계, 중일관계, 동북아 질서 등의 

연구를 선도해 온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 9:30~18:10

장소 :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308호, 600주년기념관 50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재단법인 여시재 

주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미중관계와 동북아 질서



국내학술대회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 방향

동아시아학술원은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년도 북한학 - 한반도학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번역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 방향>을 주제로 

열띤 학술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26일(토), 10: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한국문화관광연구원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학번역원

동아시아학술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북한학’의 성과를 ‘한반도학’이라는 새로운 학술의제로 

확장하기 위하여 <평화의 감성학 - 남북문화교류의 미래지향적 의제와 대안들>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외부 발제자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학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일시 : 2019년 11월 2일(토), 10: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남북문학예술연구회 

국내학술대회 평화의 감성학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의 변화와 미중관계”에 대한 성균중국연구소의 연구 소개 및 패널 

토론의 일환으로 미중관계와 한국외교의 모색 Round Table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포럼에는 

신정승 전 주중대사, 현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의 사회로 김한권(국립외교원), 

신종호(통일연구원), 양갑용(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동률(동덕여대), 

이정남(고려대), 최필수(세종대) 등이 참여하였다.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15: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106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포럼 미중관계와 한국외교의 모색 Round Table 

HK+연구소는 <함께 쓰는 한국 근대문학사 - 문학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회의는 기존의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을 전방위적으로 

재검토하고 ‘함께 쓰기’라는 새로운 시도를 위해 마련되었다. 본 학회에서는 제1부 ‘총론’, 제2

부 ‘주체’, 제3부 ‘장르’를 경계로 각 3편씩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일시 : 2019년 11월 23일(토), 10:00~18:1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217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국내학술대회 함께 쓰는 한국 근대문학사

성균중국연구소는 옥스퍼드에너지경제연구원 백근욱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고 “Global Energy 

in Transition : focused on Geopolitics of Global Supply and Implications of strengthened 

Sino-Russian Gas Cooperation”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내학술대회 Global Energy in Transition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12:00~13: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318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과 동아시아 사회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이론과 담론을 여는 

집중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제8차 중국사회연구포럼에서는 이일영(한신대) 교수가 <한반도 

경제론>, 성근제(서울시립대)교수가 <만주국과 냉전적 중국관의 형성>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안치영(인천대), 임우경(성균관대)의 지정 토론이 있었다.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16: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316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포럼 제8차 중국사회연구포럼 

HK+연구소는 한국일본사상사학회와 공동으로 국내학술대회 <3.1운동을 둘러싼 기억, 사상의 

지형>을 개최하였다. 본 학술회의에서는 3.1운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주제가 발표되어 

참가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시 : 2019년 11월 23일(토), 13:30~18: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50104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한국일본사상사학회

국내학술대회 3.1운동을 둘러싼 기억, 사상의 지형



유교문화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사업단과 공동주최로 학술대회 <2019년 

백가쟁명>을 개최하였다. 본 학술회의는 유교문화연구소 2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자리로서 

유교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30일(토), 13:00~18:20 

장소 :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308, 31406, 31310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동양철학과 BK21+사업단

주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유학대학/동양철학·문화연구소

국내학술대회 2019년 백가쟁명(百家爭鳴)

연 구

『대동문화연구』 107집(2019. 9)

수록 논문 : http://ddmh.skku.edu/

연속간행물

『유교사상문화연구』 77집(2019. 9)

수록 논문 : http://www.confucius.or.kr

『성균차이나브리프』  7권 4호(2019. 10)

수록 논문 : http://kiss.kstudy.com/journal/journal-view.asp?key1=30069&key2=2321

The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SJEAS) Vol.19 No.2(2019. 10) 

수록 논문 : http://sjeas.skku.edu/backissue/current_issue.jsp

1. 출판



2. HK+ 연구성과(2019. 9~2019. 11)

고연희 교수
「申緯의 감각과 申命淵의 색채」, 『한국한문학연구』 75(2019. 9) 

「19세기 문인화가가 그린 화훼화의 의미」, 2019.11.2/추사박물관

「조선후기 문헌기록을 통해본 색채인식」, 2019.11.8/계명대학교 민화연구소

「조선시대 18,19세기 화론에서 중시된 奇와 藝」, 유교문화연구소 20주년 학술회의
<백가쟁명>, 2019.11.30./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박은영 연구교수
「동아시아 한국학연구를 지향하며」, <동아시아 고전학과 호상문화>(※상동)

「20세기 초 미국의 종교지식 담론의 일본적 변용」, <정치행위자로서의 번역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개최, 
2019.10.11./성균관대학교 국제관 5층 90501호

「1919년 요미우리신문의 조선 관련 보도의 특징」, <3.1운동을 둘러싼 기억, 사상의 지형>,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한국일본사상사학회 공동 개최, 
2019.11.23./성균관대학교 호암관 50104호

배항섭 교수
「을사늑약 이후 나주의병의 주도계층과 활동」, <한말 나주의병 학술심포지움>, 
나주문화원 주최, 2019.10.25/나주시민회관 

「동학농민혁명 연구현황과 미래가치」,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와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2019.10.30/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무장기포의 주요 사료와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
토론회>,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주최, 2019.11.15/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천안 세성산 전투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 시기 천안 세성산 전투>,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주최, 2019.11.30./충남학생교육문화원 예술교육관

김경호 교수 

「簡帛研究與古代東亞社會的新理解」, <제1회 한중일 出土簡牘研究國際論壇> 및 <제4회 
簡帛學의 理論과 實踐 學術研討會>, 2019.9.6.-9.8

「동아시아 古典學과 湖南簡帛」, <동아시아고전학과 호상(湖湘)문화>, 호남사범대학 
동북아연구중심 주최 국제학술회의, 2019.9.26.-9.29/호남사범대학

고은미 교수
「일본・고려의 대송 무역사이클의 변화」, <일본과 동아시아：역사 발전과 문화의 교류>, 
중국 베이징 청화대학 국제학술대회, 2019.10.19.~2019.10.20/중국 베이징 청화대학

「어느 페미니스트 범죄 서사의 딜레마 -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소고」, 『대중서사연구』 25(2019. 11)

이혜령 교수



「남송 호상학파 장식과 조선 퇴계학파 정구」, <동아시아 고전학과 호상문화>(※상동)
이영호 교수

「일본군위안소에서 대만군 ‘特約茶室’로」, 『중국어문학논집』 118(2019. 10)
임우경 교수 

「중국 신민주주의 문화제도의 건설과 변용 - 건국 전후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91(2019. 10)

「특약다실로 간 여죄수들 - 대만군 성매매업소의 ‘충군’ 논란 일고」, 『중국학연구』 90(2019. 11)

「신민주주의 문화에서 사회주의 문화로 - 신중국의 반미운동과 문화체제의 전환」, 『중국학보』 
90(2019.11)

「중국 문인·예술가의 ‘痛飮’ 문화와 ‘광기’」, 『한국철학사연구』 6(2019.10)
조민환 교수

「李贄와 袁宏道의 ‘狂者觀’에 관한 비교 연구」, 『중국학보』 90(2019.11)

「동양예술 창작론에 나타난 우연성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43(2019.11)

「‘狂言’에 담긴 老莊의 狂者精神에 관한 연구」, 『도교문화』 51(2019.11)

「退溪 李滉 書藝美學의 氣象論적 이해」, 『퇴계학보』 146(2019.11)

「玉洞 李漵의 異端觀과 書藝認識」, 『동양철학연구』 100(2019.11)

「瀟湘八景의 能典과 轉變 - 서울의 八景詩」, <동아시아 고전학과 호상문화>(※상동)
진재교 일반연구원

「근대 한국의 중국인식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동아시아 고전학과 호상문화>(※상동)
한기형 연구책임자

「전체에 대한 통찰, 혹은 그의 우국지정과 그의 공부｣(※집담회), 『상허학보』 57(2019. 10)

「紫霞 申緯의 漢詩史的 位相과 文藝觀」, 『한국한문학연구』 75(2019. 9)
이현일 일반연구원

「警修堂詩抄」 해제,  『한국한문학연구』 75(2019. 9)

「한국한시사 연구법에 대한 단상」,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2019.10.24/부산대학교 
인문관 3층 서예실

「신위의 『경수당전고』 잔권과  『자하율시』」, 『문자와 상상』 4, 아단문고(2019.10)

「동아시아 번역장 연구의 한·중 협력 방안」,  <동아시아 고전학과 호상
문화>(※상동)

손성준 연구교수

「번역의 발화, 창작의 발화 - 문학사 서술과 번역(주체)의 자리」, <함께 
쓰는 한국 근대문학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
연구소 주최, 2019.11.23./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217호

『근대문학의 역학들 - 번역 주체·동아시아·식민지 제도』,
(소명출판, 2019. 10)

「『태극학보』 <문예>란의 출현과 그 성격」, 『사이間SAI』 27(2019.11)



3. 동아시아 연구 시론

1.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사이의 교류 규모는 상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고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교류, 유학생들을 매개로 한 

학술교류도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합니다. 그럼에도 사드문제가 보여주듯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한 

갈등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세계정치의 변화와 남북분단이란 특수사정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풀기 어려운 국제관계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양국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거시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인식이 부족한 데에서도 그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크지만, 한국인의 중국인식은 사안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체계화된 중국관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 학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을 논할 때, 중국이라는 국가의 현존으로 인해 그 실체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그러한 논의들 대부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구성된 기존의 관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냉전시기에 성장한 현재의 기성세대는 반공이념에 의해 왜곡된 청소년기의 중국관념을 

수교 이후 구성된 새로운 중국이해와 결합하는 기형적인 인식 특징을 보여줍니다. 식민지시기 

생산된 막대한 중국관련 지식은 ‘냉전’이라는 장벽에 막혀 이들 세대로 계승되지 못했고, 수교 

이후 수용된 새로운 중국관련 지식은 기존의 냉전적 인식과 곧잘 충돌합니다. 인접지역에 

공존했음에도 20세기 한중관계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굴곡과 단절, 대결과 화해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이 때문에 관련 정보의 축적과 기억의 형성에 복잡한 파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세대와 계층을 분리하고 심지어는 학술사회 내부에서조차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든 차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의 관건은 한국사회 전 영역에 통용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거시적 전체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학계는 그러한 통합적인 중국인식을 향한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중국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9세기 후반부터 1992년 한중수교에 이르는 

일백년의 시간동안 한국과 중국의 학술과 문화 교섭의 추이 및 여기에서 형성된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방식의 변화상에 대한 전면적인 자료정리와 심층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기형(동아시아학술원 원장)

근대 한국의 중국인식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그런데 근대 백년간 진행된 한국인의 중국관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국에 대한 관심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인이 ‘지역’과 ‘세계’를 사유하는 데 핵심적인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당(唐), 원(元), 명(明), 청(

淸) 등 중국의 역대왕조들과 한반도 국가들이 관계를 맺으며 축적한 세계인식과 지역관념의 

내용들을 상고해 볼 때, 중국관의 편폭과 그 사유의 방식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대 중국이 수행한 세계로 향한 창, 혹은 한반도를 비추어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20세기 이래의 상황과 결합해서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을 상상하는 

것은 동아시아와 세계를 사유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판단이 객관적이고 명료해질 때, 세계에 대한 한국인의 독자적 해석의 시각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1894년부터 1992년까지를 새롭게 설명할 연구의 구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94년은 청일전쟁과 갑오농민전쟁 등 동아시아지역의 세계사적 

변화가 시작되던 해이며, 1992년은 한중수교가 이루어져 한국에서 유통되는 중국관련 

지식정보의 양과 성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이 백년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다면 한중관계의 맥락을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통찰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대상기간 중 한국에서 만들어진 중국인식 자료들을 수집, 정리, 분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중국관련 자료가 

한국사회에서 산출되었으며 식민지, 분단과 전쟁, 남북대립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 함께 그 내용 또한 격심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 한중관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혼란을 거듭했는데, 그 자체가 학문연구의 대상으로 깊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중세의 해체와 근대국가의 성립, 일본 제국의 확장과 전쟁, 식민지와 반식민지의 경험, 냉전

시기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동아시아 20세기의 궤적은 한국인의 중국인식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에 다층적이면서도 특별한 형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던 

중국관련 인식의 실제를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그것의 역사적 경로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며, 그러한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중국을 통해 얻고자했던 사유의 

방향들이 포착될 것입니다. 

2.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대 한국사회는 방대한 양의 중국관련 자료들을 축적해왔습니다. 

중국문제를 다룬 각종 기사, 문학작품 및 문학이론의 번역, 여러 분야의 연구논문 등은 20세기 

한중관계의 심각한 굴곡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중국이란 존재를 부단히 참조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의 근대성 연구는 이러한 역사경험들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학계는 아직까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20세기의 독자적 역사경험을 

학술적으로 충분히 심화시키거나 추상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근대 한중관계의 성격은 

일본의 ‘동양학’ 패러다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학’ 의 시각, 중국의 자국중심적 태도와 같은 

주류학술담론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역사 속에 실재했던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독자적 이해방식은 충분히 설명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의 과거와 현재가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장기간의 상호교류 단절 또한 ‘실체’ 로서의 중국보다 ‘이미지’ 로서의 중국이 우세를 점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냉전이 강요한 특정한 방식의 중국관입니다.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강요는 현실인식의 사실성을 결여하게 만들고 담론 생산자의 입장과 의도를 

타당한 것으로 절대화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냉전적 중국관은 최근 많이 해소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극복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안적 사유와 목소리가 만들어지기 위한 구심점과 

방법의 구현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중국인식이 한국의 역사맥락을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한 채 설명된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가 충실하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저는 자료에 근거한 실사구시(實
事求是) 연구태도의 견지만이 기존의 담론 지배력을 넘어설 수 있는 학술에너지의 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이 식민지 상황에 놓여 있던 1920∼1945년 자료를 검토해보면, 당대 한국인들의 중국

인식이 제국 일본이 생산한 담론에 지배되고 있지 않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자료들은 한국의 미래를 중국에 투사하여 고민했던 치열한 사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식민지기 한국인들은 동시대 중국의 정치변동과 동아시아 정세에 극히 예민했습니다. 그것들에 

관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상은 오늘날처럼 세계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유효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사상자원들은 충분히 설명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20년대 중반 한국의 유력잡지 개벽사(開闢社)의 

중국특파원이었던 이동곡(李東谷)은 5·4운동 직후 중국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체감하는 

가운데 천두슈(陳獨秀), 량수밍(梁漱溟), 후스(胡適) 등의 전통론, 신문화운동 및 정치혁명에 

관한 논설들을 접했습니다. 그는 량수밍의 『東西文化及其哲學』을 읽고 동양문화의 특징을 

비과학, 비민주로 정리하고 과학과 민주화의 중요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천두슈의 중국혁명론을 

통해서는 일본에 대항하는 반제국주의 운동과 조선 혁명운동을 함께 엮어서 사유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후스의 문학혁명론과 백화문운동을 받아들여 한문학 폐지와 한글 사용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단순히 중국지식인의 생각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식민지 조선의 

미래를 기획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김태준(金台俊)의 중국 체험도 유사한 경우입니다. 경성제국대학 지나문학과(支那文學科) 

출신인 김태준은 1931년 북경을 방문해 학부시절 지인인 웨이젠공(威建功)과 김구경(金九經) 

등을 만났고 이들의 주선으로 북경대학 교수였던 저우줘런(周作人), 장샤오위안(江紹原) 등과 

조우했습니다. 김태준의 북경행은 그가 궈모뤄(郭沫若)의 『中國古代社會硏究』를 공부하고 

유물사관에 경도되면서 추진한 중국 지식사회와의 연계망 구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역사인식과 사회현실의 관계를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결코 구습과 적폐의 ‘지나(支那)’에 머무르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황해 건너 

저들의 외침을 들으라!”며 중국의 변화를 조선에 소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연대와 협력의 언어는 소멸되었습니다. 현실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학문분야나 진영논리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적 언설이 아니고서는 한국사회에서 

발표의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상에 대한 직접 관찰과 그것에 기초한 사유는 냉전의 

압력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전 세대 한국인들이 구성한 중국관련 사유들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졌습니다. 한국인의 중국인식은 서구가 만들어낸 좁은 창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독자적인 입장과 관점은 더 이상 설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중수교를 통해 상황은 다시 반전되었습니다. 이미 수교가 이루어진지도 25년이 지났

습니다. 이제 지난 백년의 혼돈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설명할 인문학적 

상상과 논리가 구체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자들은 

그동안 20세기 한국인이 보여준 중국관의 흐름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중관계를 포함해 동아시아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생산적인 

이해가 생겨날 것을 기대합니다. 

교 육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9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인문교육프로그램 ‘한자와 

생활’을 진행 중이다.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은 재동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 제목은 각각 <조선시대 명화감상>(고연희 교수), <다시 

논어를 읽다>(이영호 교수)이다.

지역인문학센터 재동초등학교 - 인문교육프로그램 ‘한자와 생활’



일자 시간 강연주제

10.11 13:00~14:30 이론수업 - 조선시대 전통과 미술

10.11 15:00~16:30 실기수업 - 민화 초 뜨기

10.18 13:00~14:30 이론수업 - 조선시대 회화

10.18 15:00~16:30 실기수업 - 민화 채색

10.25 13:00~14:30 이론수업 - 한국의 민화 이해하기

10.25 15:00~16:30

강사

임태승

윤순남

고연희

윤순남

윤열수

윤순남실기수업 - 민화 채색 및 표구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가회민화박물관의 협조를 받아 <우리 민화 제대로 알기&

그리기>를 열었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인문학을 기반으로 

실용 미술과 창작실습을 시도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 미적 감각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역인문학센터 우리 민화 제대로 알기 & 그리기 - 전통미술아카데미 2기



회차 강의일자 강의명

1강 10.10 식민지 검열과 한국 근대문학

2강 10.17 번역하는 현진건 : <운수 좋은 날>을 다시 생각하다 

3강 10.24 배운 여성의 등장과 근대 문학의 탄생 : 나혜석과 김일엽

4강 10.31 오늘날의 여성문학

5강 11.07
100년 전 한국문학 세계화의 꿈 

: 선교사 게일(J. S. Gale)과 한국의 고전체계 

6강 11.14

강사

한기형(성균관대) 

손성준(성균관대) 

장영은(성균관대)

이혜령(성균관대)

이상현(부산대)

구인모(연세대)김억의 구르몽(Remy de Gourmont)번역을 다시 읽는다 

7강 11.21 임우경(성균관대)같지만 다른 중국의 ‘위안부’ 이야기 

8강 11.28 박소현(성균관대) 악녀 이야기 : 범죄소설 속의 여성과 폭력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정독인문학 2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문학을 

읽는 시간’을 테마로 하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마련하였다. 10월 10일부터 11월 28일부터 

매주 목요일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8강의 강의로 

구성되었다.

지역인문학센터 정독인문학 2기 - ‘동아시아, 문학을 읽는 시간’



IUC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9일 고급학술한국어과정 입학식 및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참석한 

한기형 동아시아학술원장은 외국인 연구자들이 동아시아적 지평 속에서 한국학의 저변을 

탐색한다면 새로운 시선과 전망으로 새로운 한국학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학기 IUC에는 총 4명의 외국인 여성 연구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빅토리아 시로쉬(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외국어대학교 석사), 서자냐 산따남

(인도, 마드라스 체나이 석사), 올가 벨로콘(러시아, UBC 석사과정), 조이 조이야(미국, 스탠퍼드 

박사과정) 이상 네 명이다. 빅토리아는 한국문학 번역과 대중문화 콘텐츠와 매체의 한국어 

사용에 관한 연구를, 서자냐는 한국의 민족지도자이자 문인이었던 한용운과 인도의 시성 

타고르를 비교하는 연구와 한국의 페미니즘이 인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발전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가는 캐나다 UBC의 한국학자 로스킹 교수의 지도 하에 

고려인 문학을 연구 중이며, 식민지 시기 한국의 사회주의 문학에 관심이 많다. 조이 조이야는 

스탠포드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으로서 냉전시기 한국과 미국의 여성사를 

비교연구할 예정이다.

IUC 가을학기 IUC 고급학술한국어과정 입학식 및 환영회

IUC에서는 10월 8일 화요일 2019년 가을학기 IUC 필드트립 일환으로, <청운문학도서관>과 

<윤동주문학관>을 방문했다. 청운문학도서관에서는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서 한옥으로 지어진 

도서관의 멋과 운치를 경험해 보고, 윤동주문학관에서는 학예사 선생님들의 특별 설명을 통해 

민족시인 윤동주의 삶과 문학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IUC 2019 가을학기 필드트립 윤동주의 삶과 문학을 찾아서



IUC에서는 2회에 걸쳐 동아시아포럼 전문가 초청 한국학 특강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 특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임영상 교수를 모시고 <1920~30년대 연해주 고려인 

사회 - 언론, 교육, 극단, 문학>이라는 주제로 실시했다. 임영상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콘텐츠학부 및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문화 콘텐츠 

연구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두 번째 특강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장영은 초빙교수로서, <생존과 글쓰기 - 

여성 사회주의자의 자기서사>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동아일보』 최초의 여기자이며 개벽사에서 

발간한 잡지 『신여성』의 편집인이었던 허정숙의 삶과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IUC IUC at SKKU 2019 Fall Special Lecture

IUC에서는 11월 19일 동아시아학술원의 후원으로 가을학기 2차 필드트립을 진행했다. 

삼청공원과 숲속도서관, 북촌한옥마을 등을 답사하고 탐방하는 가운데 깊은 가을의 정취와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IUC 2019 가을학기 2차 필드트립: 만추, 그리고 한국 한옥의 정취



일시 : 2019년 11월 8일(목), 15:00(시상 : 2019년 11월 25일(월), 16:00)

장소 :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시상 : 600주년기념관 504호)

주최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한국학연계전공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전공 이수 능력을 향상 시키고 글쓰기를 통한 한국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1회 한국어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8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본 대회에서는 금상 송명월(경제학과) 학생을 비롯하여 10명(은상2, 동상

3, 가작4)이 수상자로 정해졌다. 대회의 주제어는 ‘꿈’이었다. 

한국학연계전공 제1회 한국어 글쓰기 대회



소 식

1. 기관

임화문학예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염무웅)는 제11회 임화문학예술상 수상자로 동아시아

학술원 한기형 원장을 선정하였다. 수상작은 한기형 원장이 올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출간한 『식민지 문역 - 검열/이중출판시장/피식민자의 문장』이다. 임화문학예술상은 

임화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자 그의 탄생 100주년인 2008년도에 제정되었다. 시상식은 

10월 12일(토)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렸다.

동아시아학술원 한기형 원장, 임화문학예술상 수상

존경각에서는 지난 11월 29일 <나주 임씨 창계가 고전적 기탁식>을 개최하였다.  

존경각 나주 임씨 창계가 고전적 기탁식



[강연]

김채식(대동문화연구원)

인문학당 상우(尙友) 강좌 ‘『초서의 기본 『초결가』 강독’, 2019. 9. 2.~2019. 11. 

18/충무로 풍산빌딩 701호 

[선정]

김채식·이상아·이성민(대동문화연구원)

2019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번역서 『석견루시초』 선정 

[강연]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한 혁명가의 초상, 약산 김원봉 그리기’, <2019년  밀양  전통 인물고전  축제>, 

2019. 9. 10/밀양 관아

[선정]

신정근(유교문화연구소)

2019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동아시아 예술과 미학의 

여정』 선정

[강연]

조민환(동아시아학술원) 

조선대학교 문화초대석 ‘서예란 무엇인가’, 2019. 9. 18/조선대학교

[강연] ‘동양 문화예술 속의 주역 사상’(총 4강), <ACC 시민아카데미>, 2019. 10. 12~11. 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강연]

고연희(동아시아학술원)
‘근대화단에서의 전통, 채용신을 중심으로’, 2019. 10. 29/국립현대미술관 

[강연]

김영죽(대동문화연구원)
인문학당 상우(尙友) 강좌 ‘『논어집주』 강독’, 2019. 11. 1.~2019. 12. 27/충무로 

풍산빌딩 701호

2. 연구진

[출판] 『진격의 독학자들』(※공저), 푸른역사, 2019. 9. 19

강부원(동아시아학술원)

[강연]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

‘해동화식전의 재테크 이론과 상인 열전’, 2019. 10. 30/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 

3층 소강당 337호 

[강연] ‘반촌의 풍속과 반민의 문화’, 2019. 11. 22/서울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출판] 『청장관 이덕무 연구』, 학자원, 2019. 9. 30

[출판] 『시평보유 : 못다 한 조선의 시 이야기』, 

홍만종 지음, 안대회·김종민 외 옮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1. 15



3. 매체 보도

“정독도서관 성균관대학교와 손잡고 <동아시아, 문학을 읽는 시간> 운영”, 한국강사신문, 
2019. 9. 15
링크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90

HK+연구소

“고려 문인 ‘기우자 이행’ 비석 제막식·학술대회”, 연합뉴스, 2019. 10. 15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5136600005?input=1179m

대동연구문화원

“동학농민혁명 현재와 미래는..30일 정읍서 학술대회”, 연합뉴스, 2019. 10. 24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4077700055?input=1195m

배항섭(동아시아학술원)

“근대문학의 역학들”, 교수신문, 2019. 11. 25
링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68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경기문화재단, 웹 실학전자대전 발간”, 헤럴드경제, 2019. 10. 31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31000849

“성섭 ‘필원산어’·홍만종 ‘시평보유’ 나란히 번역 출간”, 연합뉴스, 2019. 11. 25.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4042800005?input=1179m

“11월 29일 학술 새 책”, 한겨레, 2019. 11. 28
링크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18938.html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

“Home, where we explored the meaning of home and various issues from displacement 
to the Korean diaspora,” “This Morning”, TBS radio, 2019. 9. 13
링크 http://tbs.seoul.kr/player/replay.do?playType=AOD&fileUrl=rtmp://58.234.158.60:1935/eFMAOD/mp4

      :efmaod/2019-09/20190913_083000_PG2060171E.mp4&channelCode=CH_E&programId=PG2060171E&

      boardCate=05&bseq=24887

“Cuộc chiến tăng chiều cao ‘không có cơ hội làm lại’ của người Hàn”, ZING NEWS 
(VIETNAM), 2019. 10
링크 https://news.zing.vn/cuoc-chien-tang-chieu-cao-khong-co-co-hoi-lam-lai-cua-nguoi-han-

      post996340.html

다니엘 종스베켄디크(동아시아학술원)

[선정]

한기형(동아시아학술원)

2019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식민지 문역 - 검열/이중출판

시장/피식민자의 문장』 선정

[위촉] 종로구청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 2019. 11. 27/종로구청

[이희옥칼럼] 한반도의 가을정국, 서울경제, 2019. 9. 17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A6JTG70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

“북미협상 “근본 원인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 통일뉴스, 2019. 10. 4 
링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105



동아시아학술원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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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10403호 (우 03063)

편집위원 손성준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동아시아학술원 뉴스레터 2019년 제4호(통권 제23호) 발행일 2019년 12월 15일 발행인 한기형

《지역인문학센터》 재동초등학교 - 인문교육프로그램 ‘한자와 생활’ 2학기 수업
                       (2019. 9. 5~12. 19) 

《HK+연구소》 제1회 신진학자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의 기록과 표상>(2019.12.05. 목요일, 
                 10:00~18:00, 국제관 5층 90501호/ 600주년기념관 504호)

《HK+연구소》 동아시아포럼 전문가초청특강 -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법학자 정약용의 
                 삶과 『흠흠신서』 읽기’(2019.12.06. 금요일, 16:00~19:00, 600주년기념관 504호)

《한국학연계전공》 2019년 2학기 교강사 간담회(2019.12.12. 금요일, 13:00~14:00, 
                       600주년기념관 402B호)

《HK+연구소》 국내학술회의 <名畫의 발견 大家의 탄생>(2019.12.13. 금요일, 13:00~18:40,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HK+연구소》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반교어문학회 공동주최 국내학술회의 <디지털 전환과 
                 인문학>(2019.12.13.~14.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퇴계인문관)

《IUC》       공동 콜로키움 <외국인 동아시아학 연구의 지평과 한국학 연구의 가능성>
                  (2019.12.19. 목요일, 09:30~12:00, 600주년기념관 504호)

《HK+연구소》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공동주최 국내학술회의 <노동·젠더·세대 : 매체, 권력, 
                  운동으로 보는 반세기의 요동>(2019.12.20.~21, 10:00~18:00,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IUC》       한국학 연속특강 <고급 학술 한국어 및 한국 현대사>
                  (2020.01.07.~01.30, 10:00~12:00, 국제관 90307호)

《서베이리서치센터》 EASS(East Asian Social Survey) 정기 회의(2020.01.11~13, 일본 오사카)

《HK+연구소》 2020년 상반기 워크샵(2020년 2월 중)

3. 주요 활동 계획 (2019. 12~2020. 2)

“임화문학예술상에 한기형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장”, 연합뉴스, 2019. 9. 17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7116100005?input=1195m

한기형(동아시아학술원)

[이희옥의 한반도평화워치] 연말 북한 도발 막으려면 평창올림픽 때 돌파력 살려야, 중앙일보, 
2019. 11. 22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639005

[이희옥칼럼] 혁신국가·스마트도시 향한 중국의 도전, 서울경제,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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