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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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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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제6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
▶ 2016 캠퍼스아시아 Summer School
▶ 학술대회 • 콜로키움 • 강연회 • 워크숍 •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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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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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아연구] 통권 165호 (5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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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제6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
제6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은 동북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상호관계를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지역 협력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정치경제적 격동기를 맞아 역사적, 이론적, 정책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개 패널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참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지역차원의 협력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동아시아공동체포럼의 가장 큰 가시적 성과 중의 하나는 포럼의 정례화와 순환개최가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서울에서 개최된 포럼을 2013년에 동경에서, 2014년에는 북경에서, 2015년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순환개최의 목표를 달성한 후 올해 동경에서 다시 개최된 것입니다.
내년 회의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창간 60주년을 맞는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규모도 이번 회의보다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한중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저명한 학자들도 초빙하여 명실상부한 국제포럼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동아시아포럼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시: 2016년 9월 27일
장소: 동경 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711호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2016 캠퍼스아시아 Summer School
동아시아대학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지역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2016 캠퍼스아시아
여름학교가 태국 타마삿대학에서 8월 1일에서 8월5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여름학교의 강의와 발표주제는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국제관계(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Culture, Religion,
Ethnicity, and Nationalism)”였으며 동아시아 5개 대학 (고려대, 와세다대, 북경대, 타마삿대, 난양이공대)에서 파견된 교수들이 강의를
담당했습니다. 기조강의는 ASEAN 사무총장을 역임한 Surin Pitsuwan 박사가 동아시아통합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여름학교와 함께 열린 캠퍼스아시아 운영위원회에서는 참가대학의 학술적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연에서 영문저널 창간을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협력대학들은 빠른 시일 내에 창간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아세아문제연구소는 현재 추진중인 인문한국(HK) 동북아지역연구사업단의 주요 사업목표인 국제적 연구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전문가양성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동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기 여름학교는 2017년 싱가포르의 난양이공대학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학술대회·콜로키움·강연회·워크숍·세미나
[비교사연구센터 학술회의] 사회경제조사와 근대통치기술
본 학술회의에서는 총 4개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조선총독부제생원 양육부와 맹아부의 운영실태, 1920년대 조선 사회사업 행정의
방빈사업에서 노동정책으로의 재편, 메이지기 일본의 ‘통계’와 통계기관,『조선』과『산업계』의 비교검토를 통한 1920년대 ‘민족경제’와
통계지식 분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시: 2016년 8월 19일(금) 14:00 ~ 18:3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사회경제조사팀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중국연구센터] 중국전문가 초청 워크숍
주제: 시진핑 영도하의 중국외교: 평가와 전망
연사: 리카이성(李开盛)(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일시: 2016년 8월 27일(토) 오후 3시-5시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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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 21(Thursday), 2016, 5:30-7:30 p.m.

Venue:

Grand Conference Room,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Speaker 1: Matthew A. Shapiro,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Northeast Asia: The Political Economy of Yellow Dust, Particulate Matter, and PM2.5”
Speaker 2: Chase Karcher, graduate student in the cultural studies program at Kyunghee University in Suwon
“Linguistic Imperialism and native English teachers in South Korea”

[학문후속세대 세미나] 2016년 9월 세미나
일시: 2016년 9월 29일 (목) 12시~13시
장소: 아연 2층 회의실
주제: 아연 소속 연구보조원과의 2016년 2학기 세미나 운영방향 논의
계획: 11월 9일 17:00-18:00 세미나 개최 (오종원, 윤혜인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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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동북아총서] 25. 사행의 국제정치: 16~19세기 조천·연행록 분석
(하영선·이헌미 편저)
이 책은 국제정치 분야에서 조선 시대 사행 기록을 다룬 국내 최초의 단행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G2 시대의 도래 속에서 동아시아 전통
중화체제의 본질과 작동 방식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은 유교적 이념 변수를 강조하였고,
1980~1990년대 신청사 학자들은 청의 북방 민족 정체성과 힘의 변수를 강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자는 냉전기, 후자는 탈냉전기를
배경으로 출현했습니다. 필자들은 영미 역사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를 수용하는 한편, 중국이 아닌 조선이 바라보고 경험한 중화체제를 그려
내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목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연동북아총서 발간에 부쳐
책머리에
- 1장 주변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살펴본 동아시아와 중국: 중국에서의 조선연행록 연구에 대한 평가와 고찰 ㅣ 거자오광
제1부 16~17세기 동아시아 질서 인식과 조명 관계
- 2장 조천록을 통해 본 허봉, 조헌의 조명 관계 인식 ㅣ 전재성
- 3장 명청 교체기 한중 관계와 비대칭 동맹의 신뢰성 문제: 월사 이정구의 변무사행 분석 ㅣ 이헌미
제2부 18세기 동아시아 질서 인식과 조청 관계
- 4장 홍대용 연행록의 화이관 ㅣ 김봉진
- 5장 열하일기의 국제정치학: 청, 티베트, 그리고 조선 ㅣ 하영선, 권민주, 정연
- 6장 박제가의 연행과 동아시아 교역, 지식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 ㅣ 김수암
제3부 19세기 동아시아 질서 인식과 새로운 변화
- 7장 청대 건가학인(乾嘉學人)과 조선 학인의 교류: 기효남과 홍양호의 교분을 중심으로 ㅣ 쑨웨이궈
- 8장 추사 김정희의 연행과 학술 교류를 통해 본 19세기 초 한중 학술, 문화 공동체 ㅣ 김준석
- 9장 19세기 전반기 연행사절의 중국관: 김경선의 [연원직지]를 중심으로 ㅣ 김현철
- 10장 환재 박규수와 시무(時務)의 국제정치학: 중국관과 한중 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ㅣ 김성배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이내영, 윤인진 편)
이 책은 2015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집단 정체성, 다문화 인식, 시민성, 가치관, 갈등인식, 대외인식 등을 분석한 9편의 논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자료를 활용한 지난 두 권의 책이 ‘한국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국가 정체성에 주목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단행본은 연구의 범위를 넓혀서 한국인의 다층적 정체성, 가치관, 시민의식, 대외인식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다차원적이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서문
지역사회와 다문화 인식
- 1장 한국인의 커뮤니티와 근린정체성ㅣ 오숙희
- 2장 한국인의 다층적 정체성과 다문화 국가의 전망 - 누가 다문화 국가를 상상하는가? ㅣ 황정미
- 3장 한국인의 다문화와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 - 온정주의에서 냉담주의로? ㅣ 윤인진
시민과 국가의식
- 4장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시민성 ㅣ 김석호
- 5장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2005-2015 ㅣ김태형, 문명재
- 6장 한국인의 탈물질주의는 증가하는가? ㅣ 한준
사회갈등과 북한, 통일, 대외 인식
- 7장 한국 사회의 갈등 인식의 변화, 2005-2015 ㅣ 강원택
- 8장 한국인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5-2015 ㅣ 이내영
- 9장 동아시아 지역 미중 경쟁구도 강화에 따른 한국인의 대미, 대중 인식 변화 ㅣ 이정남, 하도형
부록

Cross-Strait Relations and Inter-Koreans Relations
(Nae Young Lee & Kwangkyu Nam eds.)
The contents of this book is as follows.
Preface
Chapter 1. The China Factor in Taiwanese Politics | Emerson Niou
Chapter 2. Comparative Study of Indentity Politics between Taiwan and South Korea | Nae Young Lee
Chapter 3. Indenty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2008 Taiwanese President Election | Eunju Chi
Chapter 4. Taiwan's Response to China's Peaceful Reunification during the Teng-hui Administration, 1988-2000 | Chi-Hsiung Chang
Chapter 5. Cross-Strait and Inter-Korean Relation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 Edward I-hsin Chen
Chapter 6. Power Politics and Conflict Resolution: The Cases of Cross-Strait and Inter-Korean Relations | Jung-hyun Park
Chapter 7. Frustrated Alignment: The Pacific Pact Proposals From 1949 To 1954 and South Korea-Taiwan Relation | Jung-hyuk Park
Chapter 8.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ross-Strait Exchanges after the 2000s | Kwangkyu Nam

The Review of Northest Asian Studies (Summer 2016 Vol 8, No.1)
Editor’s Note | Contextualizing“Comfort Women” Pact
LEE Jang-Hie | Korea-Japan“Verbal” Agreement on Comfort Women: Problems and Exit Strategies
LEE Na-Young | Postcolonial Presence of“Comfort Women”: Unfinished Contestations and Challenges
LEE Hyangjin | FromThe Murmuring (2000) to Spirits’Homecoming (2015): On-Screen Memory Success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bout the journal & Guidelines for Contributors

[아세아연구] 통권 165호 (5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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