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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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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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학과 •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 IUC(Inter-University Center)

HK+지역인문학센터 • 한국학연계전공 

교 육

 출판 • HK+연구성과 • 동아시아학 REVIEW

연 구

기관 • 연구진 • 매체 보도

소 식



   2020년은 동아시아학술원이 창립된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 전 학술원은 

학제적 연구에 토대를 둔 새로운 학문 정신과 연구방법을 지향하며 동아시아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서 발돋움한다는 비전을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학술원은 ‘동아시아’

라는 의제를 내걸고 한국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이를 주도하면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눈부신 학술성과와 한국 인문학계의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연구자들의 학문적 이상을 지지

하고 학인들의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초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0년이 연구기관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성과를 국내외 학계에 알린 

시기라면, 향후 10년, 또 20년은 미래지향적 학술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와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기보다 선·후배 동학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함께 새로운 학문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며 서로를 향한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면 학술원은 보다 성공적인 학술기관으로서 

발전하리라 기대합니다. 

   학술원은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연구성과를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학술 담론의 계발과 

젊은 연구자들의 지원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성과에 안주하는 기관이 아닌 항상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새로운 학술 아젠다로 발전시키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술원 전 구성원의 성원은 

물론이고 젊은 학자들의 지속적인 양성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문제의식과 관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학문적 역량을 농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축적해 온 고전 분야의 연구를 비롯한 한국학과 동아시아학 연구도 굳건히 진행하겠

습니다. 당면한 과제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논제를 고민하는 데에도 진력하여 학술원의 

학문적 전통과 비전을 세계 학계로 발신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동문화연구원, 유교문화연구소, 성균중국연구소, HK+연구소, 서베이리서치

센터(SRC)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술성과, 그리고 열 다섯 분의 교수님과 동아시아학과 및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의 교육성과, 해외 한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IUC프로그램, A&HCI 

등재 학술지인 SJEAS의 간행, 외국인 학생들의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학연계전공 등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 등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모든 책무가 기대한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과 최선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모든 점에서 부족한 제가 동아시아학술원의 오늘을 만든 학자들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부족한 자질과 능력이지만 여러 선후배 동료들을 의지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부원장 인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부원장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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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한국(HK+)연구소는 학계를 선도하는 중진 및 신진 연구자들의 대표적 성과를 소개

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매 학기 ‘동아시아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실시간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근대 동아시아 담론장의 재구축과 확장”이라는 

주제로 넓은 시기에 걸친 다양한 논의들이 발표되었다.

초청특강 연속 기획 동아시아포럼1 <근대 동아시아 담론장의 재구축과 확장>

구분 강연 제목 강연자 장소

1
범죄자의 신체, 조선인의 정신 

: 경성제대 정신의학교실의 서대문형무서 연구
600주년

기념관

504호

온라인

(Zoom)

동시 진행

일자

09.24정준영

소속

서울대

2
디아스포라 기억의 재현과 탈냉전 역사쓰기의

가능성 : <굿바이 마이러브 NK>와 <유역>
10.30이현미 서강대

3
주요섭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민족이산과 실력양성론의 딜레마 11.27정주아 강원대

4
‘安保’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 시큐리티 개념의 수용과 ‘안보’개념의 성립
12.11
(예정)

송경호 연세대

김현 연세대



HK+연구소는 “번역 연구와 한국문학사”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동아시아 포럼’을 진행

하였다. 번역을 통해 한국 근대문학사를 근본적으로 재사유한다는 방향성으로 기획된 

이번 강좌에서는는 해당 문제를 다년간 성찰해 온 여섯 분의 전문가와 지정 토론자를 

초청하여 그들의 가장 진전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초청특강 연속 기획 동아시아포럼2 <번역 연구와 한국문학사>

구분 특강명 강연자 토론자 장소

1
번역 : 디스쿠르의 사건

- 앙리 메쇼닉
구인모(연세대)

600주년

기념관

408호

온라인

(Zoom)

동시 진행

일자

11.07

조재룡

소속

고려대

2
한글전용과 교과서로
보는 문학사의 조건들

안예리(한중연)임상석 부산대

3
번역하는 동아시아,
상상되는 세계문학

김성연(연세대)

11.14

박진영 성균관대

4
전통의 변용과 서구의 번역

- 한국 신소설 발생의 이중조건
조윤정(카이스트)윤영실 숭실대

5 김억과 프랑스 시의 성좌도 손성준(성균관대)

11.21

구인모 연세대

6
한국의 토착지성과 영성론
- 유영모에서 김지하까지

한기형(성균관대)이철호 동국대



연속 세미나 HK+연구소 Research Cluster

R/C명(책임자) 내용

19세기의 동아시아
(배항섭)

역사문제연구소 사회사반과 공동 세미나 진행(총 9회 / Zoom온라인)

『서양을 번역하기 : 19세기 일본의 언어와 정치적 이성』번역서 준비 관련
발제 및 토론

근대 동아시아
‘고전(古典)’들의 재인식

(박은영)

정전과 동아시아
지식문화의 근대

(손성준)
동아시아포럼 <번역 연구와 한국문학사> 종료 이후의 세미나 방향에 대해 논의

일자

09.07
~11.23

09.25

11.21

유교문화연구소는 9월 18일(금) 온라인으로 제3차 월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월례학술회의는 

유교문화연구소에서 매월 전문가 한 분의 발표로 진행하는 학술 모임이다. 제3회 월례학술

회의는 강경현(강원대)의 「조선시대 유가 경전 이해의 흐름과 갈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월례학술회의 2020 유교문화연구소 제3차 월례학술회의

일시 : 2020년 9월 18일(금), 16:00~18:00

장소 : Zoom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성균중국연구소는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중국국제우호연락회의 ‘평화와 

발전연구소’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한중협력”이라는 주제로 공동화상 간담회를 주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중정상회담의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중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한미동맹, 한중협력 등의 주제로 지속적

으로 화상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화상회의 한반도 평화와 한중협력

일시 : 2020년 9월 18일 15:40

장소 : 성균중국연구소 회의실, 국제우호연락회 회의실 (화상회의)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평화와 발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한중 정책연구 시리즈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2018년부터 매년 <한중정책연구시리즈>

를 개최하여 한반도 이슈에 대한 한중 양국 전문가들 간 학술 및 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대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정책시너지 창출, 그리고 한중 상시 민간협력 플랫폼(trackⅡ) 

구축에 기여해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팬데믹으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한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일시 : 2020년 9월 24일(목), 28일(월), 11월 11일(수), 20일(금) 13:30~16:30

장소 : 성균중국연구소 회의실 (화상회의)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후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학술회의 2020년 한국 - 대만 싱크탱크 정책대화

성균중국연구소는 대만정치대 동아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공동으로 

<2020년 한국 - 대만 싱크탱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양안 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대만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일시 : 2020년 10월 13일(화) 14:00~18:00 

장소 : 서머셋 팰리스 2층 미팅룸 (화상회의)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대만정치대 동아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일시 : 2020년 10월 5일(월), 8일(목), 10일(토).

장소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s://ddmh.skku.edu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아시아문화연구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과 한림대 한림과학원 아시아문화

연구소의 공동기획으로 10월 5일 발표문 공개, 10월 8일 발표

영상 공개, 10월 10일 종합토론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학술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근대 시대의 

저명한 잡지인 『개벽』 의 창간 백주년을 맞아 『개벽』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자 하였다. 

국내학술회의 개벽의 백년 백년의 개벽



국제학술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공공외교의 역할 모색

성균중국연구소는 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공공외교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제8차 한중 공공외교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과 2012년 한중 공공외교센터를 설립한 이후, 양 기관은 내실 있는 교류를 

지속해 옴으로써 한중 공공외교 연구의 핵심플랫폼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 19에 관한 양국의 방역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한중 공공외교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14:00~18:30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 2F 라일락 홀 (화상회의)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

후원 : 한국 외교부

성균중국연구소 2020년 1차·2차 한중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2020년 제1차 한중 Journalist Dialogue>를 

개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기자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 구축과 한중협력”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미·중 관계와 한반도, 한중관계 등 기자들의 양국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시각을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일시 : 2020년 10월 20일(화) 15:00~18:00 / 11월 30일(월) 14:00~18:00

장소 : 포시즌스 호텔(광화문) 6F ARA홀 / Zoom 화상회의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국내학술회의 2020 유교문화연구소 추계학술대회 <현대경학시탐>

유교문화연구소는 11월 6일(금) 온라인으로 <현대경학시탐>이라는 주제를 갖고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영호(성균관대)의 ‘조선유학의 양상과 공부론의 핵심’이라는 기조발표에 이어 

이은호(한국외대)의 「『상서(尙書)』변위(辨僞)의 성운(聲韻) 활용」, 정병섭(성균관대)의 「『예기

(禮記)』‘義’ 6편 기문(記文)의 특징에 관한 연구」라는 두 연구 발표가 진행되었다 

일시 : 2020년 11월 6일(금), 14:00~17:00

장소 : Zoom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국내학술회의 『滄溪集』 완역 기념 학술대회 : 滄溪 林泳의 생애와 사상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은 지난 해 완간된 『창계집(滄溪集)』 8권을 기념하며 창계 임영(林泳, 

1649~1696)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짚어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창계가 문헌’의 영인과 

완역, 보관을 주도한 두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문중 분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창계 선생의 가계, 한시, 산문, 경학을 집중 조명한 후에 창계 선생 저술의 

번역 현황을 검토하였다.

일시 : 2020년 10월 30일(금), 13:00~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소향강의실 및 대동문화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중계 

         (https://ddmh.skku.edu)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



일시 : 2020년 11월 7일(토), 10:00~18: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및 

         WebEx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HK+연구소는 한국의 회화사에 속 에이젼시를 찾자는 목적

으로 11월 7일 학술회의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지민경(홍익대)의 사회로 유미나(원광대), 김계원(성균관대), 

고연희(성균관대), 서윤정(명지대), 유재빈(홍익대), 김수진(덕성

여대), 김소연(이화여대), 이정은(이화여대), 김지혜(건국대)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국내학술회의 예술의주체 - 한국회화사에서 에이젼시 Agency를 찾다

국내학술회의 코로나-19와 동아시아 방역거버넌스 비교연구

성균중국연구소는 베이징대학교 국가거버넌스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5차 성균중국연구소

-베이징대 국가거버넌스연구원 정례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와 동아시아 

방역거버넌스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양국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과 

중국의 방역 성공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새로운 양국 간의 방역 협력을 모색하는 회의였다.

일시 : 2020년 11월 6일(금) 10:00~13:00

장소 : 성균중국연구소 회의실 (화상회의)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베이징대학교 국가거버넌스연구원



대동문화연구원은 ‘동아시아 문헌학의 새로운 전망[新地平]’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고문헌 

학계의 동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펼쳐나갈 새로운 주제와 방향을 탐색해보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성균관대, 고려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내학자들과 베이징대, 푸단대, 칭화대, 

중국과학원도서관, 대만국립성공대, 베트남사회과학한림원, 게이오기주쿠대, 리츠메이칸대의 

해외학자들이 이틀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본 학술회의는 동아시아 문헌학자의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연구 및 출판 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14일에는 동아시아의 고전 

자료와 그 자료들이 각국에서 환류(還流)한 양상을, 15일에는 서책에 기반한 경전 연구 양상, 

동아시아 서목(書目)의 존재 양상, 국가와 개인의 자료 소장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문헌학의 새로운 전망

일시 : 2020년 11월 14일(토)~15일(일)

장소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s://ddmh.skku.edu(진행)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중계)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북패널 유교문화연구소 북패널 개최

유교문화연구소는 홍콩시립대학교 동아시아 비교철학센터와 공동주최로 11월 14일(토) 온라인

으로 김성문 교수의 새 책 Theorizing Confucian Virtue Politics : The Political Philosophy of 
Mencius and Xunzi에 대한 북패널을 개최했다. 북패널로서 북경대의 Roger Ames, 대만정치

대학의 Ellie Hua Wang, 샌프란시스코주립대의 Justin Tiwald, 성균관대의 백영선 교수가 

참여하였고, 김성문 교수가 토론자들 및 기자들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일시 : 2020년 11월 14일(토), 10:00~13:00

장소 : Zoom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홍콩시립대학교 동아시아 비교철학센터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12:30~17:40     

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강당     

주최 : 국립전주박물관·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원은 석정 이정직 서거 110주기를 맞아 국립전주박물관과 ‘石亭 李定稷 학문과 

예술의 학술사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회의에서는 근대계몽기의 

‘호남삼걸’로 일컬어진 이정직의 삶과 교유 관계, 초고와 간행문집의 차이, 『詩經』과 송나라 

蘇軾의 시에 대한 식견, 현묘한 서예, 전북 화단에서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끌다’ 특별전에 이어 문인이자 예술가였던 이정직을 

깊이 탐구하는 자리였다. 

국내학술회의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 학문과 예술의 학술사적 위상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14:00~18:00

장소 : 서울 포시즌스호텔 7F 701호 (화상회의)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베이징대학교 아태연구원

후원 : 통일부

성균중국연구소는 통일부의 후원으로 베이징대학교 아태연구원과 함께 <평화체제 한중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한 본 행사는, 미국 대선의 결과가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북미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한중세미나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

일시 : 2020년 11월 25일(수) 15:00~17:45

장소 : Zoom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KF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명사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은 중국 공공외교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길림대 공공외교학원의 류더빈 원장을 

초청하여 “동아시아 문화와 공공외교”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초청특강 동아시아 문화와 공공외교



2. HK+ 연구성과(2020.03~2020.08)

김경호 교수
「전한대 유교의 국교화와 논어의 전파」, 계양산성 박물관·경북대 HK+사업단·한국목간학회 
주최 학술회의 <동아시아 ‘논어’의 전파와 계양산성>, 2020.11.26.~27./인천 계양산성 박물관

고은미 교수
「일본의 도항 금지령과 진봉 관계(進奉關係)」, 『東洋史學硏究』 152(2020.09)

「중국계 상인의 일본 정착 -11~13세기를 중심으로」, 국립해양박물관·부산경남사학회 
주최 학술회의 <동아시아 해역세계를 둘러싼 교류와 갈등>, 2020.10.16.

연 구

『대동문화연구』 111집(2020.09)

수록 논문 : http://ddmh.skku.edu/

The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SJEAS) Vol.20 No.2(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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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차이나브리프』 8권 4호(2020.10)

수록 논문 : http://115.145.133.96/china/#/sc/brief?scId2=133

1. 출판

【연속간행물】

김용태 일반연구원
「젠더적 시각에 의한 한문학의 재구성 논의에 대한 관견」, 『한국한문학연구』79(2020.09)

박은영 연구교수

「국가와 종교 : 반동기 난바라 시게루의 평화론」,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한중일 근대 평화
사상 워크숍, 2020.09.29.

박소현 교수
「The Detective Appears: Rethinking  the Origin of Modern Detective Fiction in 
Korean Literary History, KOREA JOURNAL Vol.60 No.3(2020.09)



배항섭 교수
「1894년 동학농민군의 천안 세성산 전투와 역사적 의의」, 『역사와 담론』 96(2020.10)

「동학농민군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정읍시·서울신문사 주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19세기 말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문화로 본 동학농민혁명>, 
2020.11.25./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이혜령 교수

Is A Lone Room (Oettanbang) Labor Literature? An Intellectual Female Writer’s 

Record of Working-Class Women’s Sexuality,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20 No.2(2020.10)

임태승 교수

「주대(周代) 토지봉건(土地封建)의 실상과 공자의 방국(邦國) 이해」, 『유교사상문화연구』 
81(2020.09) 

『유가미학원전선역(儒家美學原典選譯)』, B2, 2020.10.30.

조민환 교수

「儒家 道統論의 書畵 적용에 관한 연구」, 『서예학연구』 37(2020.09)

천정환 일반연구원

「박사학위 논문(2000∼2019)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와 전망」

(공저),『상허학보』 60(2020.10)

손성준 연구교수
「대한제국기 잡지의 정치성과 애국운동의 접변 -『소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42(2020.10)

『완역 태극학보』(제3권, 제5권/ 공역), 보고사, 2020.11.10.

손병규 교수
「국가의 인구 관리, 옛날과 오늘」, 은행나무, 2020.10.27.



3. 동아시아학 REVIEW

유사배(劉師培)의 저술로서, 중국 경학의 역사를 시대순, 
경전순으로 분류하여 서술한 책이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의 이영호 교수와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생 서혜준이 
함께 번역하였다. 저자 유사배는 근대 중국의 사상가로서, 
1905년에 혁명 진영의 젊은 지식인들과 국학보존회를 
세우고 『국수학보(國粹學報)』를 펴내면서 일약 국수파의 
이론적 대변자로 사상계에 두각을 드러냈다. 1907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중국혁명동맹회에 가입하였다. 동시에 
무정부주의에 경도되어 사회주의강습회를 열고 『천의(天
義)』와 『형보(衡報)』를 창간하여 선전 매체로 삼았다. 또 
아주화친회(亞洲和親會)를 결성하여 아시아 식민지의 독립
지사들과 연대하였다. 이듬 해 갑자기 혁명운동에 등을 돌리고 

귀국하여 침몰하는 청 정부에 몸을 실었다. 신해혁명 뒤에는 위안스카이 국민정부의 공부자의
(公府諮議)가 되었다. 1915년에 위안의 제제운동(帝制運動)을 지지하며 주안회(籌安會
)를 발기하고 이사직에 취임하였다. 1917년에 북경대학의 초빙을 받아 중국문학 교수로 
부임하였다. 그 무렵 북경대학 교수들이 주도하는 신문화운동에 합류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대척점에 선 인물이기도 하다. 5·4 운동의 폭풍이 막 지나간 1919년 말에 지병인 
폐병이 도져서 세상을 떠났다. 주요 저작으로 『양서(攘書)』, 『중국 민족지』, 『중국 중고문학사 
강의』 및 「황제기년론(黃帝紀年論)」, 「중국의 계급제도를 논함」, 「무정부주의의 평등관」 등이 
있다. 『중국경학사』는 총 36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시대별 중국 경학의 양상을 경전순으로 
일별하면서 핵심만을 정리한 성과이다. 중국 경학사의 시기를 크게 공자 전후 육경의 전승, 
한대 경학, 삼국, 남북조, 수, 당 경학, 송, 원, 명 경학, 청대 경학 등 5장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한대에서 청대까지 중국 경학의 내용을, 『주역』, 『상서』, 『시경』, 『춘추』, 『예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함께 논함), 『효경』(『이아』를 함께 논함)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유사배의 중국 경학사 서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경을 해설할 
때 의론(議論)보다는 고훈(古訓)을 중시한다. 둘째, 한대 경학을 금고문(今古文)으로 나누고, 
위진남북조 경학을 남북학(南北學)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적시하였다. 셋째, 송학의 공리
(空理)를 폄하하였으나, 그 자득처(自得處)에 대해서는 긍정하였다. 그리고 청대 발흥한 
한학에 대해서는 상론하면서 그 의미를 심대하게 부여하였다. 넷째, 중국 경학사 서술에 있어 
그 내용의 대부분을 경사자집(經史子集)을 비롯한 중국의 전적에서 인용하였다. 다섯째, 
경학사 서술 전반에 걸쳐 한학을 가장 존숭하였으며, 경학자로는 왕부지(王夫之)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각 시대별 중국 경학의 양상을 일별하면서 이처럼 핵심만을 잘 정리한 
전적은 지금까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소 간략하기는 하나 교과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수만 추려 놓았다. 다만 이 책은 중국 경학의 역사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기에, 
각 경전별 주석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기에는 불편한 점을 감안해 해제에서 시대별로 기술된 
중국 경학의 흐름을 각 경전별로 재분류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 부분을 읽고 본문을 
읽는다면, 중국 경학의 전개양상을 경전별, 시대별로 일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유사배 | 역자 이영호·서혜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20.02.28.



일시 : 2020년 9월 10일~11월 29일(총 10회)

장소 : 동아시아학술원 Youtube채널

주최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종로구청

교 육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제5기 종로다산학교 <르네상스적 인간 다산>을 개최하였다. 

지난 9월 10일 진재교 교수의 강연 ‘다산 정약용의 르네상스, 너무도 인간적인 다산’으로 

시작된 주 1회 진행된 본 행사는 11월 19일 한기형 교수의 강연 ‘20세기가 다산에 주목한 

이유’를 끝으로 총 10강의 커리큘럼을 마무리하였다.

지역인문학센터 제5기 종로다산학교 - 르네상스적 인간 다산

일시 : 2020년 10월 8일~11월 26일(총 8회), 19:00~21:00

장소 : Zoom 온라인

주최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정독도서관

HK+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제3기 정독인문학 <동아시아, 역사를 읽는 시간>을 개최하였다. 

지난 10월 8일 김경호 교수의 ‘고대 문서 속 진시황 이야기’로 시작된 본 행사는 11월 26일 

김도형 교수의 ‘역사적으로 본 한일 정치인식의 차이와 구조’를 끝으로 총 8강의 커리큘럼을 

마무리하였다.

지역인문학센터 제3기 정독인문학 - 동아시아, 역사를 읽는 시간



9월 1일부터 국제한국학센터(IUC)의 가을학기 고급학술한국어 과정이 개강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마리나 코제브니코바(러시아, 우랄연방대학교), 아나스타샤 드라보브스카(우크라이나, 키예프

국립외국어대학교), 에드워드 보트(호주, 옥스포드대학교), 일라이 알렉산더(미국,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니콜 린(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이 수강생으로 참여했다.

국제한국학센터(IUC) 가을학기 고급학술어 과정 개강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함께 <제3기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인 포럼>을 진행했다. 국내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석·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여 차세대 지한

(知韓)파를 양성하고 한중 간 우호적인 교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기획되었다.

성균중국연구소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인 포럼

구분 발표자 내용 장소

1 이희용(연합뉴스) 한국 대중문화의 이해

성균연구소

회의실

(VOOV;

(화상으로

진행)

일자

09.24

고연희(성균관대) 조선이 그린 중국 명인 이야기 09.24

김상기(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10.22

김석호(서울대) 한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정책 방향 10.22

2

3

4

전재호(서강대) 한국정치발전사 11.125

홍윤철(서울대) K-방역과 한국의 의료 11.126



강사 : 일라이 알렉산더(브리티쉬콜롬비아대학교 문화인류학과/IUC방문학자)

일시 : 2020년 10월 14일~11월 6일(총8회) 수, 금 15:00~17: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3층 90307호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한국연구재단

IUC는 10월 15일부터 11월 6일 총 8회에 걸쳐 한국학을 전공하는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을 위해 

영어 논문/아티클/에세이 쓰기 기초과정을 개최하였다. 학술적 영어 글쓰기를 훈련하거나 국외 

저널에 논문 투고를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참여하였다.

IUC 한국학 연속 특강 - 한국학 영어 에세이 / 아티클 글쓰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서는 한국학연계전공 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학생들의 

전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11월 “제1회 

한국어 온라인 스피치 대회”를 개최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만남>이라는 주제에 대해 개별적

으로 한국어 3분 스피치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였다. 현재 제출된 결과물에 대해 동아시아

학술원 교수진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학연계전공 제1회 한국어 온라인 스피치 대회

일자 강의 제목

영어/한국어 글쓰기 스타일 비교 이해2020.10.14.

2020.10.16.

2020.10.21.

2020.10.23.

2020.10.28.

2020.10.30.

영어 에세이의 형식 지정과 영어 글쓰기의 물꼬트기

학술적 글쓰기의 정확성과 간결성 파악하기

영어 글쓰기의 인용 및 주석의 바업

주장과 논쟁의 전개

영어 에세이/아티클 검토 및 수정

2020.11.04. 요약과 결론의 작성

2020.11.06. 영어 글쓰기 실습과 피드백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14:00~16:00

장소 : 화상회의(Zoom)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재한 중국인 유학생 대상 공공외교 설명서>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재한 중국인에게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되었고 “코로나19와 한중 디지털 공공외교”라는 주제로 KF 디지털공공외교실 이인혁 실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성균중국연구소 재한 중국인 유학생 대상 공공외교 설명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학과 14학번 이용범입니다. 저는 

2019년 8월 「김태준의 사상자원과 학술실천」이라는 

논문을 제출하여 졸업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연구단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은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이멘션(NEAD) 토대 구축 : 

역사, 문화 그리고 도시”라는 아젠다로 연구를 진행중

입니다. 저는 작년에는 주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지역언론 연계사업들을 수행했고, 올해에는 

기획·조정부 소속으로 12월 17일(목) 진행될 국제학술대회 <동북아 역사 문화의 상처와 

치유: 제노사이드를 중심으로>와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학과에서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석학들께 직접 수업을 들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보데윈 왈라번 선생님께서 

석좌교수로 와 계실 때에, 석사학위논문을 쓰던 한 학기만 빼고 동안 매번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던 게 일생일대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저널 에디터의 시각으로 살피는 

영어권 학계의 흐름과 한국학(Korean Study)의 현황들을 알게 모르게 배울 수 있었고, 요한 

하위징아로부터 이어지는 라이덴대학 역사학의 전통과 가르침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학자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입니다. 지면상 왈라번 

선생님만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학과의 선생님들은 모두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만 나누어도 ‘레벨 업’의 기회가 항상 있었습니다. 

동아시아학과 졸업생 인터뷰 : 이용범 편



동아시아학과의 장점과 보완하길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은 위에서도 언급한 좋은 선생님들이 첫 번째이겠고, 두 번째로는 연구기관으로서 동아시아

학술원의 명성이 말해주듯 최신 연구성과에의 접속입니다. 수업만 잘 따라가도(따라가기 쉽진 

않지만)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게 됩니다. 아쉬운 점은 학문의 고도화에 따른 

융합의 어려움입니다. 동아시아학과에서 줄 수 있는 학위가 문, 사, 철, 경제, 정치 등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전공분야가 다른 수업에 들어가면 주 40시간을 해당 

과목만 공부해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뭔가 동아시아학 기초과목(?)이나 커리큘럼 로드맵 

정도는 설계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주제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박사학위논문으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첫째는 식민지시기 한국인의 

중국 인식이라는 문제, 두 번째는 식민지시기 한·일 한학의 중첩 혹은 협력이라는 현상과 

‘식민지 국학’과의 같고 다름 혹은 영향 관계입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올해 『상허학보』에 

발표한 논문이 있으니 그쪽으로 설명을 돌리고, 후자는 한국과 일본의 각기 다른 한학의 존재 

양태 및 한학 - 국학 간의 관계 등이 흥미로워 자료를 읽고 있습니다. 길고 어려운 공부가 

남아 있어 꾸준히 가고자 합니다.

본인이 지향하는 동아시아 연구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요?

뭔가 거창한 것을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따로 준비해 둔 것은 없어서 고민입니다. 편안히 

말씀드리자면, 동아시아 담론들이 이제는 적막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아시아 담론이 

잠잠해졌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일국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의 서평에서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열린 지평은 닫히지 않는다’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중·일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살피는 한국, 장기역사적 

맥락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충실하게 관련 자료들을 섭렵하며 기초가 튼튼한 

연구를 쌓아나가고자 합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약간의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늦어도 입학 후 두 번째 학기에는 지도교수님을 정하시고, 

그때부터는 지도교수님이 주로 활동하는 학회, 학과 등을 찾아다니면 좋습니다. 국제관의 IUC 

행사들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영어권의 한국학 동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쪽문 

내려가면 있는 ‘돈앤까’라는 식당은 2003년부터 버티고 있는 맛집입니다.



[강연]

김영죽(대동문화연구원)
「『논어집주』 원전강독」, 인문학당 상우(尙友) 강좌, 2020.10.9.~2020.11.27.

/충무로 풍산빌딩 701호 

[강연]

김채식(대동문화연구원)
「초서 중급 강좌」, 2020.8.13.~2020.11.19./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현궁

SK허브 오피스텔 A동 824호 

2. 연구진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는 2020년도 중국유학생성공센터 참여 학생들을 모집한다. 성균

중국연구소 산하의 중국유학생센터는 대학 내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본교에 재학중인 중국유학생들에게 대면 

중국어 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내 유관부서와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대학과 중국인 유학생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 방법은 연구소 중문판 홈페이지

(https://sics.skku.edu/sics/foreignintro.do)를 통한 인터넷 접수이며, 1주일에 2인을 

대상으로 세밀한 상담을 진행한다.

성균중국연구소 2020년도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유학생성공센터 참여자 모집

소 식

김경호 교수가 2020년 10월 1일자로 동아시아학술원 부원장에 취임하였다. 김경호 교수는 

2007년부터 10년간 진행된 동아시아학술원의 HK사업에서 연구기획위원장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HK+사업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전공 분야는 중국고대사로서, 

최근 발굴된 출토자료를 정리하여 국내에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고대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학과 학과장, 한국학연계전공 주임교수, 중국고중

세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 김경호 교수, 동아시아학술원 부원장에 취임

1. 기관



3. 매체 보도

종로 “다산 선생 철학도 온택트로 - 11월까지 ‘종로 다산학교’ 온라인 운영”, 서울시민신문, 
2020.09.13. 등
링크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4012001&wlog_tag3=naver

HK+연구소

“신분 철폐·조세 개혁.. 동학농민혁명, 근대 민주주의를 실천하다”, 서울신문, 2020.11.25.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5021004&wlog_tag3=naver

배항섭(동아시아학술원)

“성균관대 한림대 ‘개벽’ 100년 공동 학술회의”, 아시아엔, 2020.10.08.
링크 http://kor.theasian.asia/archives/275376

대동문화연구원

“‘개벽’ 창간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10일 종합토론”, 포쓰저널, 2020.10.08.
링크 http://4th.kr/View.aspx?No=1275220

“고전번역원, ‘창계 임영의 생애와 사상’ 학술대회”, 뉴시스, 2020.10.30.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30_0001216748&cID=10701&pID=10700

[인사]

박소현(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 학과장 취임

[강연]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번역 연구와 근대문학의 역학들」, 제10회 비교문학·비교문화 연합콜로키움, 

2020.11.28. / Zoom 온라인 

[인사]

이혜령(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 학과장 임기 만료

[인사]

한기형(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술원 원장 임기 만료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

[출판] 이숙인, 송지원, 김동준, 안대회, 김문식 지음, 『맛멋흥취통 18세기를 

읽는 다섯 가지 키워드』(대우학술총서 625), 아카넷, 2020.9.21.



“美·中 사이에 낀 韓… 강해지는 반중감정 우려 돼”, 아주경제, 2020.10.15.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5181649996 

“KF, 중화권 공공외교 지평 넓힐 한-대만 싱크탱크 화상회의”, 연합뉴스, 2020. 10.10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8146900371?input=1195m

성균중국연구소

“호남대 CHAMP,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장 특강”, 위키트리, 2020.10.08.
링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79312

신정근(유교문화연구소장)

“새로 나온 책 - 국가의 인구 관리, 옛날과 오늘”, 교수신문, 2020.11.02.
링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7463

손병규(동아시아학술원)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완역 태극학보' 전 5권 발간”, 노컷뉴스, 2020.11.19. 등
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5449846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신간 맛멋흥취통 : 18세기를 읽는 다섯 가지 키워드”, 연합뉴스 2020.9.25.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5061800005?input=1179m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경향신문, 2020.09.03. 등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30300125&code=990100

천정환(동아시아학술원)

“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한국인 구금 대비도”, 중앙일보, 2020.09.02.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862401

“미·중 경쟁 속 한국 외교 다양한 포트폴리오 필요”, 중앙일보, 2020.09.08.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3097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수단”, 서울경제, 2020.10.06.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06962

“바이든 당선자를 보는 중국의 눈”, 서울경제, 2020.11.11.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23818

“미국의 대중 압박에 어떻게 참여할지 정교한 대응 준비해야”, 중앙일보, 2020.11.24. 등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4898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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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학술원 뉴스레터 2020년 제4호(통권 제26호) 발행일 2020년 12월 15일 발행인 김경호

《HK+연구소》 온라인 동아시아포럼 <근대 동아시아 담론장의 재구축과 확장>(제4강), 김현·
                  송경호(연세대), 「‘安保’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 시큐리티 개념의 수용과 ‘안보’
                  개념의 성립」(12월 11일)

《HK+연구소》 제2회 신진학자 국제술회의 <동아시아의 상상과 시각적 표상>(12월 11일)

《IUC》 한국학 영어 논문 작성법 기초과정 (12월~2021년 1월) 

《IUC》 공동콜로키움 <외국인 한국학 언어 연구의 성과와 문학/문화 연구의 방향>(12월 17일)

《HK+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좌담회 <식민지 근대성론 : 21세기 동아시아 한국학의 
                  전후맥락(가제)>(2021년 1월 : 좌담회, 2월 : 워크숍)

《HK+연구소》 서강대 트랜스내셔날인문학연구소·국제비교한국학회 공동주최 학술회의 <노동, 
                  젠더, 세대II - 서비스의 기억, 노동의 미래(가제)>(2021년 2월 5일)

4. 주요 활동 계획 (2020.12~20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