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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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위기와 공동체의 미래
▶ HK연구교수 임용
▶ 학술대회 • 콜로키움 • 강연회 • 워크숍 • 세미나

>> Publication
▶ [아세아연구] 통권 168호 (60권 2호)
▶ [아세아연구] 통권 169호 (60권 3호)
▶ [아연동북아총서] 26. 亚洲世纪, 如约而至
▶ [아연번역총서] 1. 중국의 환경 문제

>> ARI Members
▶ 연구 논저
▶ 아연 연구진 동정

https://www.facebook.com/asiaticresearch

>> News & Activity

[제7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위기와 공동체의 미래
아연 창립60주년을 기념하는 제7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이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2017년 6월16일 개막되어 이틀간의 행사를
종료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위기와 공동체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아연과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아시아의 경제전망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 추이와 미래의 지역경제동향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고, 곧 이어 “세계 속의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라운드 테이블은 손기영HK교수의 사회로 게이르 헬게슨 코펜하겐대 노르딕아시아연구소 소장, 우라타 슈지로 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대학원 학장, 쟈오 커진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이 유럽 공동체의 형성 경험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7일 오후부터 3개의 세션이 열려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치, 경제협력, 근현대사에 대해 3개국 참가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제8회 포럼은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에서 2018년 열릴 예정입니다.

*[제7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의 자세한 내용과 발표문은 <홈페이지_학술활동_학술회의> 참조

HK연구교수 임용
채준형 HK연구교수 (중국근현대사)
이신행 HK연구교수 (커뮤니케이션)
아연은 “동북아시아의 초국가적 공간 - 사상, 사회문화, 제도의 교류와 재구성”을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9월에 HK연구교수를 새롭게 임용했습니다. 채준형 연구교수는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본 연구소에서는 중국근현대사 관련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신행 연구교수는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본
연구소에서는 동아시아지역의 소셜미디어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규임용 HK연구교수의 자세한 이력과 연구실적은 <홈페이지_연구소소개_아연사람들> 참조

학술대회·콜로키움·강연회·워크숍·세미나
[북한연구센터 세미나] 북한의 비대칭위협과 우리의 대응
일시: 2017년 6월 2일 (금) 12:20-13:5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아연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아연 60년과 한중학문후속세대양성
주제: 한국 유학생활과 나의 미래
사회: 이정남(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 중국연구센터장)
연사: 예동근(부경대 교수), 지용천(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 만처(滿冊)(정외과 2학년, 고려대 중국유학생회 회장), 진관난(金冠男)(경영학과 3학년), 위항(于航)(디자인학부 2학년)
일시: 2017년 6월 12일 (월) 14:00-16: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아연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ARI-ADB-KIEA-UNESCAP 공동국제세미나
제목: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과 경제 회복
일시: 2017년 6월 13일 (화) 09:00-18:00 / 6월 14일 (수) 09:00-12:00
장소: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주최: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국제경제학회(KIEA), UNESCAP-ENEA

[아연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창립60주년 기념 초청강연
제목: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 백년과 동아시아 지식교류 - 문고 · 신서『世界』
·
그리고 앞으로
연사: 바바 기미히코(馬場公彦) 이와나미서점 편집국부장
일시: 2017년 6월 14일 (수) 16:00-18: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 글로벌일본연구원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언어: 일본어(한일 순차 통역)

[아연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대학원생논문시상식 / 초청발표 / 동아시아학 전문가 포럼
아연의 60주년을 기념하고 동북아 지역 연구의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대학원생 논문공모에 우수한 논문을 투고하여
수상자로 선정된 대학원생들에게 상금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학문적 발전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연60주년 초청발표: 나의 북한문화유산발굴기
발표: 엘리자베뜨 샤바널(프랑스극동연구원 서울분원원장)
주제: “Urban Development of the City of Kaesong from the Koryo Period to the 20th Century” (EFEO-NAPCH research project)
동아시아학 전문가 포럼: 아연 60년과 동아시아학 연구의 과거와 미래
행사취지: 아연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 내 동아시아학 관련 주요 연구소의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동아시아학 연구의 현황과
미래 비전을 논하면서, 각 연구소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일시: 2017년 6월 15일 (목) 14:00-17:30
장소: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중국연구센터 세미나] 중국은 왜 민주화되지 않는가?
일시: 2017년 6월 17일 (토) 14:00-18: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2017년 제3차 ARI 세미나] Phantom Services: Deflecting Migrant Workers in China
일시: 2017년 6월 23일 (금) 14:00-16: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개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 민족문화연구원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언어: 영어

[비교사연구센터 세미나] 제62차 비교사 세미나
주제: 주희의 역사세계(위잉스 저, 이원식 역, 글항아리, 2015) 비평
일시: 2017.06.23 (금) 오후 4:00-6: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층 소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비교사연구센터 제1회 콜로키움] British Colonialism and Indian Responses
연사: 산딥 미쉬라(인도 네루대학교 동아시아연구센터 부교수)
주제: British Colonialism and Indian Responses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16시-18시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고려대 BK21플러스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언어: 한국어

[제7회 역사NGO세계대회]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와 평화: 시민사회의 역할과 역사화해
일시: 2017년 7월 13일 (목)-15일 (토)
장소: 고려대 백주념기념관 / 미디어관
주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NGO포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 BK21플러스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비교사연구센터 학술회의] 식민지 사회경제조사와 위험관리
일시: 2017년 7월 14일 (금) 13:30-17:3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소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워크숍] 재외한인사회의 현황과 정책과제
일시: 2017년 7월 27일 (목) 16:00-19:00
장소: 고려대 출판문화원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후원: 한국연구재단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초청강연] Korean Art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연사: 샬럿 홀릭(Charlotte Horlyck, SOAS, University of London) 교수
토론: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시: 2017년 8월 18일 (금) 16:00-18: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 고려대 출판문화원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후원: 한국연구재단

[중국연구센터 국제학술회의] 한중수교 25년과 한중관계
일시: 2017년 8월 18일 (금) 13:30-15:00
장소: 한국고등교육재단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현대중국학회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2017년 제2차 차이나포럼]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외교의 전환
연사: 세리(薛力)(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국제전략연구실 실장)
일시: 2017년 9월 13일(수) 16-18시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언어: 한중 순차통역

[비교사연구센터 제1차 식민지 지배정책 세미나]
일시: 2017년 9월 14일 (목) 15:30-17: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층 60주년기념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대만연구센터 초청강연]‘변경 동아시아’의 정체성 정치- 오키나와, 대만, 홍콩
제목: ‘변경 동아시아’의 정체성 정치-오키나와, 대만, 홍콩
“邊陲東亞”的認同政治: 沖繩, 台灣, 香港
일시: 2017년 9월 15일(금) 15:30~18: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강연자: 林泉忠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 비교사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2017년 제4차 ARI 세미나] 동서독 경제통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연사: 요아힘 라그니츠(Joachim Ragnitz)(독일 드레스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제: 동서독 경제통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시: 2017년 9월 19일(화) 12:00-13: 3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 한국연구재단
언어: 영어

[비교사연구센터 제2회 콜로키움] 체코사를 통해 본 동북아역사 새롭게 이해하기
강연자: 제마넥 마렉(프라하 찰스대학교 종교학과 및 한국학과 조교수)
주제: 체코사를 통해본 동북아역사 새롭게 이해하기 - 체코와 독일의 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 2017년 9월 19일(화) 16:00~18: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언어: 한국어

[현대일본센터 초청세미나] 식민지시기 조선의 지역변용
강연자: 가토 게이키(加藤圭木) (히토쓰바시대학 전임강사)
주제: 식민지시기 조선의 지역변용
일시: 2017년 9월 21일 (목) 15:00-17:3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현대일본센터 학술회의]‘내파’하는‘대동아공영권’
일시: 2017년 9월 22일 (금) 14:00-18: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언어: 한국어

[비교사연구센터 세미나] 제63차 비교사 세미나
주제: 중국현대사(마리 클레르 베르제르 저, 박상수 역, 심산, 2009) 비평
일시: 2017년 9월 28일 (목) 오후 4:00-6: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층 소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국제학술회의] 한국의 신정부 출범과 한일관계: 현안과 전망
일시: 2017년 9월 29일(금) 13:30-18:00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 Publication

[아세아연구] 통권 168호 (60권 2호)
[특집논문]
제1부｜한국의 중국 인식
중국은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대중 외교안보 인식
차정미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변화와 그 요인: 힘, 이익, 정체성 변수의 복합적 영향을 중심으로
차정미 한국의 대중국 인식에 대한 이념의 영향: 진보,보수의 대중국 인식 차이와 이념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정남 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 한국 내 중국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승원 박근혜정부 시기 한국의 대 중국 전략적 사고에 관한 고찰: 한국 내 중국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제2부｜일본의 중국 인식
김남은 일본의 국제질서관과 중국: 탈아시아의 인지적 관성을 중심으로
오승희 중일경쟁시대 일본의 중국인식과 중국정책
강수정 일본의 대중국 인식에서 정체성과 인정의 문제: 전후 국가정체성과 중국의 불안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
서승원 아베 정권 시기 일본의 대 중국 전략적 사고에 대한 고찰: 관념화된 외교와 지정학 게임의 불편한 동거
[일반논문]
홍태영 ‘사회적인 것’의 부침(浮沈)과 민주주의의 동요(動搖)
이율빈 참여정부의 해외직접투자(OFDI) 정책 연구: 한국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전환
우명숙 · 심성훈 한국과 베트남의 삶의 만족 비교 연구: 사회자본의 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이동선 양극체제와 비대칭전쟁의 장기화: 베트남전쟁의 이론적 분석
김진용 시진핑 시기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발전과 통제
박경용 중국 조선족 문화대혁명의 기억과 생활사적 함의: 생애사적 접근
변은진 재조일본인 노동자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의 체험을 통해 본 8.15와 귀환의 기억
최민경 일본에 있어서의 이민 통합과 지방 정부 네트워크: 외국인집주도시회의에 주목하여

[아세아연구] 통권 169호 (60권 3호)
[논문]
송재혁 정도전의 신질서 구상과『서경』
金俊 근대 동아시아 유가(儒家) 지식인의 이상향과 공동체 인식: 강유위(康有爲)의 대동사상을 중심으로
김명기 · 배규성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의 함의
이가영 북한 여성동맹조직 역할 변천에 대한 연구: 역사적 전환점을 중심으로
이병호 중국 소수민족 인구의 변화 추세와 전망: 인구규모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표나리 중국의 대(對)베트남원조 시행 및 중단의 배경 고찰(1950~1978)

[아연동북아총서] 26. 亚洲世纪, 如约而至
[저자 소개]
이종화
이종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호주국립대학, 하버드대학교, 북경대학교의 초빙 교수 및
아시아개발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지역협력국장, 국제통화기금 이코노미스트,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했다. 또한 하버드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미주개발은행, 유엔 개발계획, 세계은행의 자문위원 맡은 바 있다.
[목차]
第一部分: 增长与结构调整
第二部分: 经济一体化与合作
第三部分: 管理、货币与金融
第四部分: 教育与社会

[아연번역총서] 1. 중국의 환경 문제
[저자 소개]
주디스 샤피로 Judith Shapiro
프린스턴 대학과 캘리포니아(버클리) 대학을 거쳐 아메리칸 대학에서 국제관계 및 국제환경정치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개혁개방
초기였던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 현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는 아메리칸 대학 국제학부에서 환경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Mao’s War against Nature(Cambridge University Press,2001), China’s Environmental Challenges(Polity Books,2012) 등 다수가
있다. 학계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중강연과 미디어를 통해 일반 독자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도입: 큰 그림
제2장 환경문제 - 유인과 추세
제3장 국가 주도의 환경보호주의: 위로부터의 관점
제4장 지속 가능한 개발과 국가 정체성
제5장 대중 참여와 시민 사회: 아래로부터의 관점
제6장 환경 정의와 환경 피해의 전이
제7장 미래에 대한 전망

>> ARI Members

연구 논저
제목: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in China and India

저자:

Jong-Wha Lee(소장), Dainn Wie

출판정보: World Development, 제97권, 2017.09.
제목:

Comment on “The Boom and Bust of the RMB’s internationalization”

저자:

Jong-Wha Lee(소장)

출판정보: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제12권, 2호, 2017.07.
제목:

The Korean Diaspora: A Sourcebook

저자:

윤인진(부소장), 정영훈

출판정보: The Korean Academy Press. 2017.05.
제목: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저자:

서승원, 이정남(HK교수), 차정미, 김남은, 강수정(아연 연구교수), 오승희

출판정보: 서울: 트리펍, 2017.08.
제목:

시진핑(習近平)의 권력 강화와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의 전환인가?

저자:

이정남(HK교수)

출판정보: <중소연구> 41집 1호, 2017.05.31.
제목:

미중경쟁 시대에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 한국 내 중국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이정남(HK교수)

출판정보: <아세아연구> 제60권 2호, 2017.06.30.
제목:

기억되는 과거의 과잉(過剩) : 국제정치의 시간성(temporality)과 반일정체성의 장기지속(longue durée) 및 위안부 문제

저자:

손기영(HK교수)

출판정보: <아태연구> 제24권 2호, 2017.06.
제목:

New Insights into an Old Problem- Enhancing Student Learning Outcomes in an Introductory Statistics Course

저자:

Do Won Kwak(HK교수), and Carl Sherwood

출판정보: Applied Economics, 제 49권, 2017.09
제목:

The Trade Effects of Tariffs and Non-Tariff Changes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저자:

Juyoung Cheong, Do Won Kwak(HK교수), and Kam Ki Tang

출판정보: Economic Modelling, 2017.09.
제목:

북한여성과 코스메틱

저자:

남성욱(북한연구센터장) 외

출판정보: 한울아카데미, 2017.06.
제목:

Study on Heroine Discourse under the Kim Jong-un'regime

저자:

남성욱(북한연구센터장) 외

출판정보: Vol. 7 No. 1 Spring 2017, The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Ewha Unification Institute
제목:

한국의 기 체결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구조에 대한 연구

저자:

공수진(HK연구교수)

출판정보: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2017.06.

아연 연구진 동정
이종화 소장
1. 국제학술회의 패널토론 및 초청강연
학술회의명: 2017 Singapore Economic Review Conference (SERC)
패널토론주제:Globalization: where is it headed?
초청강연주제:Convergence and the middle-income trap
일시:

2017.08.02-04

장소:

싱가폴 Mandarin Orchard Hotel

2. 국제학술회의 좌장
학술대회명: ARI-ADB-KIEA-UNESCA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gional Integration and Economic Resilience
일시:

2017.06.13-14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3. 국내학술회의 주최
학술회의명: 한국국제경제학회 40주년 하계정책회의
일시:

2017.07.06-07

장소: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윤인진 부소장
1. 국내학술대회 발표
학술회의명: 한국이민학회 학술심포지엄
발표논문주제:국내 재외동포 지원과 사회통합정책 방향
일시:

2017.06.2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2. 국제학술대회 발표
학술회의명: 재외동포재단 주최 세계한인학술대회
발표논문제목:재외동포의 개념과 동포사회의 외연확장Ⅰ: 귀환 중국동포와 탈북민
일시:

2017.6.27-6.29

장소:

롯데호텔(소공동)

3. 국제학술대회 발표
학술회의명: The 3rd Korea-Singapore Forum
발표논문제목:International Migration and Immigration Policy for Mutual Cooperation of the ASEAN
일시:

2017.6.18-19

장소:

Marina Mandarin Hotel, Singapore

4. 국제학술대회 발표
학술회의명: 2017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eeting
발표논문제목: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Migrants in South Korea
일시:

2017.8.12

장소:

Palais des Congres de Montreal, Canada

5. 국제학술대회 발표
학술회의명: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 학술회의
발표논문제목:한국의 이민과 이민자통합정책 : 현황과 쟁점
일시:

2017.9.2

장소:

광주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 홀

6. 강연
학술회의명: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강연논문제목:Multicultural Migrant Integration: A Model of Coexisten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일시:

2017.6.16-17

장소:

Inha University

7. 국내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2017년 대통령선거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패널토론주제:유권자 변화와 선거 민주주의
일시:

2017.6.1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8. 국내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글로벌시대 난민인권 · 국익 · 세계평화 학술포럼
패널토론주제:국제사회와 난민: 중장기 난민수용 방향
일시:

2017.6.19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송규진 HK교수
1. 국내학술회의 강연
강연제목:

미국에서 태어난 헐버트가 서울 양화진에 묻힌 이유는?

일시:

2017년 7월 21일 오후 7시-9시

장소:

서울특별시 교육청 노원평생학습관

2. 국내학술회의 강연
강연제목:

식민지근대화론의 실체

일시:

2017년 9월 29일 오후 7시-9시

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민회관 교육장

이정남 HK교수
1.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제2회 한-중 관계 전문가 세미나 - 동북아 정세와 한 - 중 관계 심화 방안
발표논문주제:미중경쟁 시대 한국의 대중인식과 대중정책: 한국 내 중국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일시:

2017년 5월 26일

장소:

Pull man Hotel, Qingdao, China

2.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문재인 정부 남북한 새 협력 방안: 남북교류와 동아시아 공공외교확대 세미나 - 이슈 및 전망
발표논문제목:시진핑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문재인 신정부의 대 중국정책 방향
일시:

2017년 6월 12일

장소:

서울시 서대문박물관 독립관

3.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2017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국방부 패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안보
발표논문제목: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그리고 한중관계
일시:

2017년 6월 22일

장소:

연세대학교 연희관

4.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2017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불확실성 시대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외정책
발표논문제목:한국의 대중인식과 대중정책
일시:

2017년 6월 29일

장소:

전북대학교 회의실

5. 국제학술회의 좌장(사회)
학술회의명: 한 - 중수교 25주년 국제학술회의 - 한-중수교 25년, 성찰과 전망
사회세션제목:외교안보적 관점에서 본 한중 수교 25년과 한중관계 발전 방향
일시:

2017년 8월 18일

장소:

한국고등교육재단 세미나실

6.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China-Singapore Think Tank Forum 2017-New Challenges in Asia-Pacific Security
발표논문제목:South Korea's Perception and Policy on China in the Age of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Chinese Experts in Korea
일시:

2017년 8월 28일

장소:

盘古知庫(Beijing) conference hall

이형식 HK교수
1. 국내 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2017년도 일본사학회 하계워크숍
발표논문제목:‘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조선민족운동
일시:

2017년 8월 18일

장소:

계명대

2. 국내 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내파’하는 ‘대동아공영권’- 사상, 구조, 실태
발표논문제목:‘내파’하는 ‘대동아공영권’: 동남아시아 점령과 조선통치
일시:

2017년 09월 22일 14:00-18: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윤형진 HK교수
1. 강연
강연명:

노원평생학습관 시민강좌

강연제목:

김학철을 통해 본 전쟁과 혁명의 사회사

일시:

2017년 8월 4일

장소:

노원평생학습관 1층 시청각실

2.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학술회의 - ‘내파’하는 ‘대동아공영권’
발표논문제목:점령지 통치와 주민조직 - 北京의 新民會 직업분회를 중심으로
일시:

2017년 9월 22일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

곽도원 HK교수
1.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대회명: The 7th East Asian Community Forum
발표논문제목:Uncertainty, Learning, and Growth Dynamics in Export Markets
일시:

2017.06.16-17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2.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대회명: 2017 Asian Meeting of the Econometric Society
발표논문제목:The projection approach for multi-way error components models with partially balanced panel data
일시:

2017.06.3-5

장소: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정주연 아시아협력센터장(고려대 교수)
1.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AAS in ASIA
발표논문제목:Negotiating Industrial Policies in China: Environment, Economic Interests, and Citizens’ Protest”
(co-authored with Ming Zeng)
일시:

2017년 6월 26일

장소:

고려대학교

공수진 HK연구교수
1.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2017년 국제공정무역학회 하계학술대회 :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전략
발표논문제목: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의 변화
일시:

2017년 6월 9일 13:30-18:00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 (B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