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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은 1957년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동북아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아연은 동북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세계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아시아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연은 세계적 수준의 동아시아지역 종합연구소로 뻗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News & Activity
▶ [아세아문제연구소 · 상하이사회과학원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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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Activity

[아세아문제연구소·상하이사회과학원 공동주최]
2016 세계중국학포럼 동아시아심포지엄‘중국의 미래 발전 전망’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에 걸쳐 상하이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2016 세계중국학포럼 동아시아심포지엄
(2016 East Asian Symposium of The World Forum on China Studies)을 개최했습니다.
4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 심포지엄에서 중국경제발전 전망, 중국정치와 사회발전전망, 중국문화와 역사적 가치의 르네상스, 중국과
세계의 상호공생 전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세계중국학포럼 동아시아심포지엄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은 중국 CCTV, 중국 동방망(東方網) 등을 통한 집중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cctv 보도: http://tv.cctv.com/2016/05/22/VIDEhKBfV7DFCH3Ew6AFSonN160522.shtml
동방망[東方網] 보도: 世界中国学论坛东亚分论坛探讨中国未来发展前景 (2016.05.22)
http://news.eastday.com/c/20160522/u1a9389110.html
본 세계중국학포럼 동아시아심포지엄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제: 중국의 미래 발전 전망
일시: 2016년 5월 22-23일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인촌기념관
주최기관: 세계중국학포럼조직위원회
공동 주최기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상하이 사회과학연구원
협력기관: 고려대학교, 주한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한국연구재단

[제9회 김준엽 렉처] 한국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지난 수 십 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주도적이고 경제 중심적인 발전모델로
인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여전히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 시민사회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고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모색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난제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재단법인 사회과학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한국 사회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임희섭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주제로‘제9회 김준엽 렉처 시리즈’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한국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
연사: 임희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일시: 2016년 5월 18일(수) 10:30-11:50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32호

학술대회·콜로키움·강연회·워크숍·세미나
[학술회의] 2016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연구성과 종합발표를 위한 학술회의
주제: 동아시아 정체성의 역사적 유산과 지역협력
일시: 2016년 6월 20일 13:30-18: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 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학술회의] 북한 제7차 당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
일시: 2016년 5월 12일(목) 13:00-18:00
장소: 고려대 인촌기념관
주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후원: 동아일보

[제2차 차이나 포럼] 미중 간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경쟁과 발전 전망
일시: 2016년 5월 3일(화) 오후 4-6시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연사: 김성한(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외교부차관)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학술회의] 재외동포의 주류화: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현황과 과제
일시: 2016년 4월 29일(학술회의), 4월 30일(학문후속세대)
장소: 고려대 청산MK문화관 201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층 소회의실
주최: 재외한인학회, IOM이민정책연구원, 아세아문제연구소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연구재단

[현대일본센터·BK21플러스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초청세미나]
동남아시아에서 본‘대동아공영권’-‘전후70년’으로부터의 고찰
일시:

2016년 6월 3일(금) 15:00-17:00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발표자: 고토 겐이치(後藤乾一,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토론자: 라경수(학습원여자대학 준교수)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HK사업단, BK21플러스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중국연구센터 국제세미나] 중국 연구와 학술 디지털 차원의 현황과 전망
일시: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고려대학교국제관 115호 국제회의실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 동방지망(베이징)과학기술유한회사
후원: 주한중국대사관 문화처 & ㈜신원데이터넷

[비교사강좌] 폴란드역사를 통해 동북아 역사 새롭게 이해하기
일시: 2016년 4월 8, 15, 22, 29일 오후 4시-6시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역사NGO포럼

[아세아문제연구소·경제학과 BK21 플러스 공동세미나]
Trade to Aid: EU ’s Temporary Tariff Waivers for Flood-hit Pakistan
일시: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17:00-18:00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발표자: 곽도원(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Queensland)

[콜로키움] Seoul Colloquium on Korean Studies (II) The second session of the Seoul Colloquium on Korean Studies, organized jointly
by the Seoul Center of the ÉFEO and RAS Korea
Date:

Thursday, June 16 2016, 5-7 pm

Venue:

Main Conference Room,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Speaker 1: Michael Lammbrau (PhD Candidate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nd Seoul Bureau Chief of the Arirang Institute)
“KCNA’s Role in Regime Legitimization: A Topic Modeling Approach”
Speaker 2: Kathryn Weathersby (Visiti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d Professorial Lecturer at th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in
Washington, DC.)
“Uneasy Partnerships: Building Alliance Relationships during the Korean War, North and South”

[시민강좌] 서울문화산책
취지: 노원평생학습관과 협력하여 시민 대상의 교양강좌 진행
강의 진행 일정
1강(5월 13일, 금, 19시-21시): 서울의 시장문화(박은숙, 고려대학교 강사)
2강(5월 20일, 금, 19시-21시): 서울의 노름과 사행문화(김윤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3강(5월 27일, 금, 19시-21시): 서울의 장례문화(정일영,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료수집 전문위원)
4강(6월 03일, 금, 19시-21시): 서울의 음주문화(최규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 수석연구원)

[학문후속세대 세미나] 2016년 6월 세미나
일시: 2016년 6월 9일 (목) 12시~2시
장소: 아연 2층 회의실
발표: 최유리 조교, 김여주 조교
토론: 윤형진 HK교수

[비교사연구센터 세미나]
1. 비교사 세미나
주제: 비교사 관련 주요 저작 비평
일시: 2016년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회의실

[중국연구센터 세미나]
1. 중국정치경제 강독회
일시: 2016년 매월 넷째주 토요일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회의실

>> Publication

[아세아연구] 통권 164호 (59권 2호)
[논문]
강병익 헌정주의와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권 실현과 정치체제의 검토
장용수 한국어교육이 공자의 교육관에서 취할 수 있는 시사점: 문학과 음악을 중심으로
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 혁명정권의 딜레마와 당-국가체제적 속성을 중심으로
김재관 21세기 중러 관계의 발전 요인에 대한 분석
강수정 China’s Two-pronged Strategy in Managing Domestic Nationalist Pressure during the 2010 Diaoyu/Senkaku Dispute with Japan
이경분 <기미가요>와 일본 우익: 국기국가 법제화를 중심으로
김남은 천황의 ‘성단(聖斷)’과 전후 일본의 보수지배체제의 형성

계간「아세아연구」(등재학술지) 논문 투고 안내
1958년 창간된「아세아연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연구의 유서 깊은 전문학술지입니다.「아세아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연구와 비교사회연구, 이론적 탐구와 경험적 관찰, 그리고 정책의 방향과 역사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옥고를 통해「아세아연구」가 동아시아 전문 학술지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투고대상: 연구논문, 비평논문, 서평, 자료 소개 등
투고마감: 1월 30일(3월 출판), 4월 30일(6월 출판), 7월 30일(9월 출판), 10월 30일(12월 출판)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함 (180매를 초과할 수 없음)
원고투고: e-mail. asiaticjournal@korea.ac.kr
Tel. 02-3290-2477 Fax. 02-923-4661
* 논문작성 원칙은 <아연 홈페이지_출판물_아세아연구> 참조

>> ARI Members

연구 논저
제목:

Crisis and Recovery: Learning from the Asian Experience

저자:

이종화(소장)

출판정보: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2016.6
제목:

인터넷시대의 출현과 중국 군체성 사건의 발전: ‘신공민운동’을 사례로

저자:

이정남(HK교수)

출판정보:『한중사회과학연구』14집 2호(한중사회과학회, 2016년 4월)
제목:

North Korean Contingency and The Determinants of Its Stabilization

저자:

Sung-wook, Nam(북한연구센터장)

출판정보: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25, No. 1, 2016
제목:

The Discursive Constructions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ational Identities and Representations on Fox News

저자:

Kim, Jongtae (HK연구교수)

출판정보: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50, No. 3, 2016.

>> ARI Members

아연 연구진 동정
이종화 소장
1.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Asian Economic Policy Review(AEPR) Conference
발표논문제목:Returns to Education and Skill in the Labor Markets of Japan and Korea
일시:

2016.4.9

장소:

일본 도쿄 Nikkei 경제신문사

2. 국제 워크샵 개회사 및 발표
워크샵명:

Korean Re-Unification: Prospects and Implications

발표제목:

North Korea’s Economic Integration and Growth Potentials

일시:

2016.4.22

장소:

호주 국립대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3. 국제 학술회의 진행
학술회의명: 북경 한중일 컨퍼런스(CJK Conference on Institution, Integration and Innovation)
진행:

좌장(Chair)

일시:

2016.5.13

장소:

중국 북경대학교

4. 국제회의 토론
회의명:

한국 금융연구원(KIF) 25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토론주제:

Structural Problems in Financial and Fiscal Soundness

일시:

2016.6.30

장소:

서울 롯데호텔

이정남 HK교수
1. 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현대중국학회 춘계학술대회,『격동의 동북아에서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인가?』
토론논문: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과 대중국 외교가 나아갈 길

일시:

2016.4.15

장소:

현대중국학회

2. 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북한의 7차 당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
토론논문:

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체제전망

일시:

2016.5.12

장소:

고려대 인촌기념관

3. 학술회의 사회
Panel Two: Prospects of China’s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일시:

2016.5.22.-23

장소:

高丽大学仁村纪念馆

4. 학술회의 사회 및 토론
학술회의명: 중국연구와 학술 디지털 자원의 현황과 전망(在中国研究中利用数码资源的现状以及展望)
토론논문:

중국연구와 학술 디지털 자원의 현황과 전망

일시:

2016.5.27

장소:

고려대 국제관 회의실

5. 학술회의 사회
학술회의명: 2016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연구성과 종합발표를 위한 학술회의,『동아시아 정체성의 역사적 유산과 지역 협력』
사회세션:

동아시아 정치경제협력과 지역질서의 변화

일시:

2016.6.2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

6. 학술회의 사회
학술회의명: 한국 국제정치학 1956-2016: 위기의 시대, 길을 묻다
사회세션: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 동향과 사회 안정화 전략

일시:

2016.6.24

장소:

강원도 강원랜드 국제회의실

7. 학술회의 사회
학술회의명: 한국 국제정치학 1956-2016: 위기의 시대, 길을 묻다
사회세션: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방안

일시:

2016.6.23

장소:

강원도 강원랜드 국제회의실

이형식 HK교수
1. 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일본사학회 월례회
토론논문제목: <アジア>への回歸 -「大東亞共榮圈」と「アジア連合」
일시:

2016.6.18

장소:

고려대

윤형진 HK교수
1. 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동아시아 정체성의 역사적 유산과 지역협력
발표논문제목:동북아 전시체제의 형성과 유산-노동통제를 중심으로
일시:

2016.6.2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강문성 아시아협력센터장 (고려대 교수)
1. 학술회의 강연
학술회의명: Pearl River Delta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Law
강연제목:

Economics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일시:

2016. 6.27-28

장소:

Macau Cultural Centre

2. 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2016년 국제공정무역학회 하계학술대회: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
일시:

2016.5.2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3. 정책세미나 사회
세미나명: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정책세미나: 뉴노멀 시대, 패러다임의 대전환

일시:

2016. 4. 27

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남성욱 북한연구센터장 (고려대 교수)
1. 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2016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발표논문:

북한의 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체제 평가와 전망

일시:

2016.5.27

장소: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김종태 HK연구교수
1.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대회명: 한국비교사회학회 2016년 전기 비교사회학대회
발표논문제목:동북아 지역 정체성의 현실과 전망: 유럽과의 비교
일시:

2016.5.27

장소:

전북대학교

>> ARI in Mass Media
• 이종화_ [중앙시평], “한국 경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중앙일보, 2016.4.2
• 이종화_ [중앙시평], “‘헬리콥터 화폐’의 유혹”, 중앙일보, 2016.4.29
• 이종화_ [중앙시평], “더 많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 중앙일보, 2016.5.16
• 이종화_ [중앙시평], “대통령의 경제 성적”, 중앙일보, 2016.6.6
• 이종화_ [중앙시평], “영국의 EU 탈퇴가 던지는 도전”, 중앙일보, 2016.6.27
• 이종화_ “The Way Back for Monetary Policy”, Project Syndicate, 2016.5.17
• 이정남_ [시론], 시진핑 국가 주석의 정치개혁 구상과 전망, 고대신문, 2016.5.9
• Key-young Son, [Op-ed] “Mutual recognition helps bridge civilizations,” Global Times, 2016.05.24,
(With Andreas Herberg-Rothe and Miriam Förstle)
• 강문성_ [문화일보 포럼], OECD 가입 20년 명암과 활용 방안, 문화일보, 2016. 06. 09
• 남성욱_ [오피니언], “중국 내 ‘北 위장 계좌’ 추적이 관건”, 문화일보, 2016.06.03
• 남성욱_ [오피니언], “‘미래’ 버리고 ‘과거’ 택한 北 김정은”, 문화일보, 2016.05.11
• 남성욱_ [시론], “노동당대회 뒤 ‘총구’는 서울로 향할 것”, 동아일보, 2016.05.02
• 남성욱_ [오피니언], “핵심계층 脫北과 대북 제재 효과”, 문화일보, 2016.04.14
• 남성욱_ “North Korea, nuclear power and the future”, Policy Forum, 2016.05.12
* 기사내용은 <홈페이지_연구소 소개_언론에서 본 아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