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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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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n Community Review (EACR) 창간

학술대회·콜로키움·강연회·워크숍·세미나
[중국연구센터 제1차 차이나포럼] 중국은 어떤 지역질서를 추구하고자 하는가?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 질서가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가는 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중국내의 저명한 전문가이신 세리교수를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중국의 동아시아질서 구상을
듣고 열띤 토론을 전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목: 중국은 어떤 지역질서를 추구하고자 하는가?
연사: 세리(薛力),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국제전략연구실 주임
일시: 2018년 3월 15일 14시-15시 30분
장소: 고려대 국제관(214호)
주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언어: 발표(영어), 토론(한중순차통역)

[제11회 김준엽 렉처] 조선후기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 실천의 의미
제3세계의 기독교사는 흔히 구미 자본주의 세력의 침략과 연계되어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항 이전 조선후기 천주교를
동아시아사적-한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면, 당시 평등을 지향하며 새로운 사회를 그리던 한국사회의 일면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재단법인 사회과학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조광 국사편찬위원장님을 모시고 조선후기 천주교 신앙의
의미를 한국사회사상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사: 조광(국사편찬위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일시: 2018년 3월 19일 (월) 10:30~11:50
장소: 고려대 문과대학 132호
주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재단법인 사회과학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강좌]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역사를 통해 동북아 역사 새롭게 읽기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는 동북아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살펴보는 비교사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는 스페인의 침략과 식민지를 경험한 지역으로 ‘근대제국 · 식민지’라는 국제질서의 모습을 강하게 드러낸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에게 라틴아메리카는 스페인 문화의 그림자가 짙은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개별국가의
독자성보다는 라틴아메리카라는 지역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존재하는 많은 개별국가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비교사강좌는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관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를 고찰하는 자리로
이번 강좌를 통해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를 통해 동북아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련되었습니다.
총괄사회: 김윤희(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제1강 4월 6일 금요일
주제:

레콩키스타의 종결과 스페인 제국의 개막

강연자:

이은해(한국외대 강사)
제2강 4월 13일 금요일

주제:

세르반테스를 만난 조선인

강연자:

윤준식(인터불고그룹 고문)
제3강 4월 20일 금요일

주제:

라틴아메리카 보편적 역사경험과 국가사

강연자:

박수경(고려대 강사)
제4강 4월 27일 금요일

주제:

오늘날 중남미 정치- 어디로 가는가?

강연자:

김달관(단국대 강사)

일시:

2018년 4월 매주 금요일 16:00~18: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세미나] 인구와 경제성장 세미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안병권 한국은행 박사님과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인구와 경제성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2018년 4월 3일 (화) 16:30~18:3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회의실

[아연 HK사업 10주년 기념학술대회] 초국가적 공간과 공동체로서의 동북아시아:
가능성과 현실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와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지역주의화와 더불어 영토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지속에 따른 배타적 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되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체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정체성에 함몰되지 않고 지역 정체성을 모색하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은 동북아지역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공간으로 동북아를
재구성함으로써 갈등과 협력, 상이성과 공통성이 병존하는 동북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이 과정을 통해 대안적 질서를 모색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연구성과를 되돌아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체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정체성의 역사적인 유산 및 정치, 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일시: 2018년 3월 30일 (금) 9:20~18:00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중국연구센터 제2차 차이나포럼] 한반도와 중국의 국가안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역시 이른바
차이나‘패씽’을 우려하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에서는 베이징대학교 장샤오밍 교수를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구상을 듣고 열띤 토론을 전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목: 한반도와 중국의 국가안보
연사: 장샤오밍(張小明)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일시: 2018년 4월 10일(화) 14:00~15:30
장소: 고려대 국제관 214호
주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통일교육원/한국연구재단
언어: 발표(영어), 토론(중-한 순차통역)

[중국연구센터 제3차 차이나포럼]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중국 또한 북중관계 정상화의 추진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에서는 American University 국제관계학과의 John Zhao Quansheng
교수를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듣고 열띤 토론을 전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목: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연사: John Quansheng Zhao (American University 국제관계학과 교수)
일시: 2018년 4월 26일(월) 16:00~18: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언어: 발표(영어), 토론(한-중 순차통역)

[학술회의]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지난 1월 김정은의 신년사와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치면서 동북아 국제정세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은 한국전쟁의 종전과 지난 25년간 한반도 충돌의 근원이었던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 정상 간 탑다운 방식 소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비핵화를 달성할 경우 한반도의 뿌리 깊은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회담이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군사적 옵션이 검토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세기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 21세기평화연구소는 남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향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 대화를 전망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2018년 5월 11일(금) 14:00~18:00
장소: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 21세기평화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국제 컨퍼런스] Technology and Aging Workforce Maximize the Gains from Longevity
and Long Working Life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DBI 그리고 APRU 그룹과 함께 다양한 해외 기관의 학자분들을 모시고
“Technology and aging workforce”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2018년 5월 17~18일 09:20~18: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회의실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아시아개발은행(ADB), ADBI, APRU

[비교사연구센터 제4회 콜로키움] 횡간(橫看)과 수간(竪看)-4백년을 이어온 조선유학
성리논쟁에 대한 언어분석적 해명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자와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비교사콜로키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회 주제는 <횡간(橫看)과 수간(竪看)- 4백년을 이어온 조선유학 성리논쟁에 대한 언어분석적 해명>이었습니다.
강연자: 이승환 (고려대 철학과 교수)
사회자: 송양섭(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일시: 2018년 6월 8일(금) 16:00~18:00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BK+고려대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컨퍼런스] How Much Wine is Really Produced and Consumed in China, Hong Kong
and Japan? & Case Study of Japan Wine
Date:

5pm 1st June 2018

Venue:

3rd floor at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Speaker: Kimie Harada, Professor, Chuo University
Host: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Language: English

[EACR Seminar] 미세먼지, 누구의 잘못인가?
강연자: Matthew A. Shapiro 일리노이 공대 교수
일시: 6월 29일(금) 16:00~18: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언어: 영어

>> Publication

[아세아연구] 통권 171호 (61권 1호)
[논문]
김두진 한류의 초국적 보편성과‘미디어 제국주의 역전’ 테제: 영국의 K-pop과 포스트 - 비트즈의 제국성(imperialness)
이상호 초대 주한미국대사 무초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응
안종기 선거와 정치마케팅 연구: 선거정치의 보강적 이해를 위한 분석틀 수립과 연구과제 제안
김종태 북한 핵의 문제화와 국가 정체성의 구성: <조선일보>와 <한계레> 담론 비교
진성희 영화「나이팅게일」이 주조해낸 중국의 로컬과 로컬리티에 대한 일고찰
임은정 아베 시대의 일본 에너지 정책 변화: 에너지 시장 자유화와 원자력 회귀를 중심으로
이신행 Revisiting the Cultural Logic of Politics in the Digital Age: Internet Use, Personalization of Political Action, and Asian Values

[아세아연구] 통권 172호 (61권 2호)
[논문]
양아람 · 이행선 바로네스 오르치(Baroness Orczy)의 수용과「빨강 별꽃」(The Scarlet Pimpernel)의 번역: 프랑스 혁명, 공포, 혐오
홍태영 주권자(sovereign)의 귀환과 민주주의적 정치?: 포퓰리즘과 근대정치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윤여일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 생산적 접점 마련을 위한 시론
박영실 타이완행 중공군 포로의 해외방문단 조직 및 활동
김태진 ‘(탈)전후’ 일본의 신체정치와 민주주의: 자폐와 분열증 사이에서
김경나 · 박금주 · 최영준 몽골 불교사원의 교육 철학: 불교사원 내의‘Datsan’의 교육 철학을 중심으로

[아연동북아총서] 27. 재조일본인 2세의 문학과 정체성
[저자 소개]
신승모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나고야대학 대학원에서 제국 - 식민지 일본어 문학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재조일본인과 재일조선인의 문학과 문화를 연구해왔다. 주요 저서로는『일본 제국주의 시대 문학과 문화의 혼효성』(지금여기, 2011),
『월경(越境)의 기록 재조(在朝)일본인의 언어 · 문화 · 기억과 아이덴티티의 분화』(어문학사, 2013) 등이 있고, 주요 역서로는『재일디아스포라
문학선집』전5권(소명, 2017) 등이 있다.
[목차]
1장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소설에 나타난 일본인 이주민의 정체성
2장 ‘조선시장’이라는 시공간과 재조일본인 2세
3장 전후 일본사회와 재조일본인 2세 출신자의 문학
4장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의‘조선’ 소재 작품과 전후 생활
5장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 문학이 형상화하는 재조일본인 2세의 식민지 체험
6장 고바야시 마사루 문학의 역사적‘가교’로서의 가능성
7장 고토 메이세이(後藤明生)의 초기 작품군: 재조일본인 2세 출신자의‘기억’ 찾기 여행과‘지금 - 여기’
8장 재조일본인 2세 여성의 식민지 경험과 정체성: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 작품을 중심으로
종장
보론 전후 재일한국인의 일본어 문학과‘다문화사회’

[아연동북아총서] 28. 미국과 아시아: 1950년대 세계성의 심상지리
[저자 소개]
권보드래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오랫동안 과거의 신문이나 잡지를 뒤적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궁리해왔다. 지은 책으로
《한국근대소설의 기원》(2000),《연애의 시대》(2003),《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2008) 등이 있고, 함께 쓴 책으로《한국 근대성
연구의 길을 묻다》(2006),《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2009),《1960년을 묻다》(2012) 등이 있다.
[목차]
제1부 번역, 문학, 세계성
1장 1950년대 번역 장의 형성과 문학번역 : 국가권력, 자본, 문학의 구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 이봉범
제2부 미국 표상과 젠더
2장 1950~60년대 펄 벅 수용과 미국 | 김윤경
3장 명랑소설의 장르 인식,‘오락’과‘(미국) 문명’의 접점 : 1950년대 중후반 아리랑의 명랑소설을 중심으로 | 이선미
4장 최재서의‘맥아더’ : 맥아더 표상을 통해 본 한 친일 엘리트의 해방 전후 | 정종현
제3부 식민과 냉전의 심상지리
5장 오영진과 반공 · 아시아 · 미국 : 이승만 전기극 ＜청년＞과 ＜풍운＞을 중심으로 | 김옥란
6장 1950~60년대 냉전문화의 번역과‘김수영’ | 박연희
제4부 미국 너머의 세계, 그 시도와 좌절
7장 1950년대 대중가요의 아시아적 이국성과 국제성 욕망 | 이영미
8장 한국 영화의 세계성과 지역성, 또는 민족영화의 좌표 : 1950년대 영화 비평담론을 중심으로 | 이순진
9장 린위탕(林語堂),‘동양’과‘지혜’의 정치성 : 1950~60년대의 린위탕 열풍과 두 개의 중국 | 권보드래

[아연동북아총서] 29. 남북대화 1971~1992
[저자 소개]
배광복
저자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이 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대학교(UCLA) 한국학연구소에서 대학원 과정 후 연구원(Post-Graduate Researcher)으로 연수하였다. 통일부에서 통일정책협력관,
회담운영부장, 회담기획부장, 상근회담대표 등을 역임하였으며, 남북고위급접촉,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농업협력실무회담,
남북해운협력실무회담, 6자회담 등에 회담대표로 참가하였다. 현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감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림대학교 시간강사로 있다.
[목차]
1장 들어가는 말
2장 1960년대 말까지 남북한 대결구조와 내부정세
3장 미국의 데탕트 정책과 1970년대 초 한반도 상황
4장 정세 변화와 힘의 균형, 박정희와 김일성의 선택
5장 힘의 변화, 전두환의 공세와 김일성의 선택
6장 정세 · 힘 · 상호 인식의 변화, 노태우와 김일성의 선택
7장 끝맺는 말

[아연동북아총서] 30. 중국의 꿈
[편저자 소개]
이정남(Lee, Jung Nam, 李正男)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주요 논저로는“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 : 한국 내 중국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2017); “동아시아지역 미중경쟁구도 강화에 따른 한국인의 대미 대중 인식변화”(2016);『세력 전환기 동아시아의 국가
정체성과 지역인식』(편저, 2014) 외 다수가 있음.
[목차]
제1부 중국이 구상하는 세계질서 상(像): 중국은 어떤 강대국이 될 것인가? | 이정남
제2부 중국이 지향하는 강대국 상(像): 어떤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가?
1장 국제규범질서에서 중국의 역할 인식과 지향 | 강수정
2장 중미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 | 홍은정
3장 중국의 해양 강국화 전략 인식 | 모준영
4장 강대국 중국의 정치발전 모델 탐색 | 정주영
제3부 강대국화를 위한 전략적 구상: 어떻게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가?
5장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의 강대국화 | 공커위(龚克瑜)
6장 국제질서의 제도 및 규칙변경과 중국의 강대국화 | 유희복
7장 강대국 중국의 군사적 지향과 형상 | 하도형
8장 중국의 강대국화와 사회관리: 시진핑시기를 중심으로 | 서상민

[아연인문교양총서] 1. 조선의 미를 찾다
[저자 소개]
정병호(鄭炳浩)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한일비교문화론 전공. 주요 저서로는『동아시아의 일본어잡지 유통과 식민지문학』(공저, 역락,
2014),『제국의 이동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공저, 도서출판 문, 2010),『실용주의 문화사조와 일본 근대문예론의 탄생』(보고사, 2003), 주요
역서로는『강 동쪽의 기담』(문학동네, 2014),『요코. 아내와의 칩거』(창비, 2013),『소설신수』(고려대 출판부, 2007) 등이 있다.
엄인경(嚴仁卿)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부교수. 일본 고전문학, 식민지 일본어 시가문학 전공. 저서로『문학잡지 國民詩歌와 한반도의 일본어 시가문학』
(역락, 2015),『재조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의 문화 1』(역락, 2014),『일본 중세 은자문학과 사상』(역사공간, 2013), 역서로『시가로 읽는 간토(關東)
대지진』(역락,2017),『한 줌의 모래』(필요한책, 2017),『단카(短歌)로 보는 경성 풍경』(역락, 2016),『몽중문답』(학고방, 2013) 등이 있다.
[목차]
1장 한일해협을 건너는 일본인들의 군상과 노리타카의 조선행
2장 근대일본의 조선 문화 인식과 아사카와 노리타카
3장 일제강점기 조선 전통예술 최초의‘한류’ 붐
4장 도자기에서 조선의 미를 발견하다
5장 조선의 문화 유적을 지키다
6장 일본의 전통시가로 조선을 노래하다
7장 아사카와 노리타카를 기억하다
부록 아사카와 노리타카 연보

[아연인문교양총서] 2.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대 동아시아 경제사:
동순태호 담걸생 이야기
[저자 소개]
강진아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중국 근현대사, 동아시아 경제사 전공. 저서로『동순태호: 동아시아 화교 자본과 근대 조선』(경북대출판부, 2011),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창비, 2009),『1930년대 중국의 중앙 · 지방 · 상인』(서울대출판부, 2005), 역서로『중국경제사』(경북대출판부,2016),
『다시 보는 동아시아 근대사』(까치, 2011),『베이징의 애덤 스미스』(길, 2009),『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소와당, 2009),『소일본주의』(소화, 2002)
등이있다.
[목차]
1장 부유한 이단의 땅: 광동
2장 성공의 첫 사다리에 발을 디디다: 상해 시절
3장 조선으로 향하는 길: 양륜경의 조선 투자와 조선의 광동인들
4장 조선에서 우뚝 서다: 개항 초기 조선과 동순태호
5장 전화(戰火) 속으로: 청일전쟁 시기의 담걸생
6장 구조조정의 시대: 일본 식민지 조선에서 살아남기
7장 장안 제일의 부자가 된 담걸생
8장 실의 속에 눈을 감다
9장 조선이여 안녕! : 동순태호의 철수
10장 남은 이야기들
11장 동아시아 이민사 속의 재한 화교

[아연사료총서] 1. 왕복서한집
[저자 소개]
이형식(李炯植)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부교수. 동경대학 문학박사. 주요 논저로『朝鮮総督府官僚の統治構想』(吉川弘文館, 2013),『제국과
식민지의 주변인 : 재조일본인의 역사적 전개』(공편저, 보고사, 2013) 등이 있다.
[목차]
범례
해제
斎藤実 앞 阿部充家 서한
阿部充家 앞 斎藤実 서한
후기
* 책 소개, 세부목차 및 필자 소개는 <홈페이지_출판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ARI Members

연구 논저
제목:

일제하 조선인 ‘강제노역동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저자:

송규진(HK교수)

출판정보: 아시아문화연구 46호, 2018.4
제목:

일제의 중일전쟁 도발과 조선민중의 경제생활

저자:

송규진(HK교수)

출판정보: 사총 제94호, 2018.5
제목:

중국의 꿈: 중국이 지향하는 강대국 초상

편저자:

이정남(HK교수)

출판정보: 아연출판부, 2018.5.30.
제목:

‘내파(內破)’하는 ‘대동아공영권’ - 동남아시아 점령과 조선통치 -

저자:

이형식(HK교수)

출판정보: 사총 제93호, 2018.1
제목:

1920년대 중후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의 조선에서의 정치 행보

저자:

이형식(HK교수)

출판정보: 민족문화연구 제78호, 2018.1
제목:

점령지 통치와 주민조직- 北京의 新民會 직업분회를 중심으로

저자:

윤형진(HK교수)

출판정보: 史叢 93호, 2018.1
제목:

동아시아 전시체제와 중국의 노동조직

저자:

윤형진(HK교수)

출판정보: 중국근현대사연구 77집, 2018.3
제목:

北京의 운송업을 통해 본 社會主義 改造

저자:

윤형진(HK교수)

출판정보: 중국학보 84호, 2018.5
제목:

Trade effects of tariffs and non-tariff changes o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저자:

J. Cheong, D. Kwak(HK교수), and K. Tang

출판정보: Economic Modelling, Vol 70, April 2018, p.370-382.
제목:

Class attendance and learning outcome

저자:

D. Kwak(HK교수), C. Sherwood and K. Tang

출판정보: Empirical Economics, May 2018.
제목:

북한 핵의 문제화와 국가 정체성의 구성: <조선일보>와 <한겨레> 담론 비교

저자:

김종태(HK연구교수)

출판정보: 아세아연구 제61권 1호, 2018.3.31
제목:

선진국의 탄생: 한국의 서구 중심 담론과 발전의 계보학

저자:

김종태(HK연구교수)

출판정보: 돌베개 파주, 2018.3.31
제목:

Eurocentrism and Development in Korea

저자:

Kim, Jongtae(HK연구교수)

출판정보: Routledge, 2018.4.2
제목:

남북한 협상전략의 비교 연구

저자:

남성욱(북한연구센터장)

출판정보: 통일전략 제18권 제2호, 2018.4.30

아연 연구진 동정
이종화 소장
1. 강연회 발표
강연회명:

고경아카데미

일시:

2018.03.28

장소: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2.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 세미나
일시:

2018.04.26

장소:

한국경제연구원

3.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2018 RIEM-IDDPRP workshop
발표주제:

Human Capital and Inequality

일시:

2018.05.12-13

장소:

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Chengdu, China

4.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ADB ADBI APRU ARI Technology and aging workforce maximize the gains from longevity and long working life
발표주제:

Demographic change and labor qu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일시:

2018.05.17-18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윤인진 부소장
1.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초국가적 공간과 공동체로서의 동북아시아: 가능성과 현실
발표논문제목:아시아 유학생의 두뇌순환과 초국가적 정체성
일시:

2018.3.2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 국제학술회의발표
학술회의명: Presentation at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Hate Speech in Asia and Europe
(Beyond Hate & Fear : How Do Asia and Europe Deal with Hate Speech?)
발표논문제목:Hate Speech against Immigrants in Korea: A Text Mining Analysis of Comments on News about Foreign Migrant
Workers and Korean Chinese Residents
일시:

2018.01.17-18

장소:

Soshikan Hall, Ritsumeikan University, Japan

3. 국제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Presentation at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Hate Speech in Asia and Europe
(Beyond Hate & Fear : How Do Asia and Europe Deal with Hate Speech?)- Session 5: Mobilizing Fear and Hate.
일시:

2018.01.17-18

장소:

Soshikan Hall, Ritsumeikan University, Japan

4. 국내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한국이민학회 2017년 하반기 학술대회- 기획세션 : 한-베트남 인력이동과 고용허가제 쟁점
일시:

2018.1.26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

5. 국내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제5회 박태준미래전략연구 포럼: 더 나은 한국사회의 길을 찾아 - 촛불 너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일시:

2018.1.26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115호 국제회의실

이정남 HK교수
1.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남북회담과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토론논문제목:남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일시:

2018.5.11

장소: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

2.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성균중국연구소 기획세미나-19차 당대회와 13대 전국인대로 본 시진핑체제에서의 연임제 폐지
토론논문제목:헌법개정과 중국의 정치개혁
일시:

2018.3.22

장소:

성균중국연구소 회의실

3.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초국가적 공간과 공동체로서의 동북아시아: 가능성과 현실
발표논문제목: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 한국내 중국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일시:

2018.3.2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곽도원 HK교수
1.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초국가적 공간과 공동체로서의 동북아시아: 가능성과 현실
발표논문제목: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달성을 통한 무역장벽 제거의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
일시:

2018.3.2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초국가적 공간과 공동체로서의 동북아시아: 가능성과 현실
토론논문제목: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달성을 통한 무역장벽 제거의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
일시:

2018.3.2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강문성 ASA연구센터장
1. 강연
강연명: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행정 연수 프로그램

강연제목:

Economics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일시:

2018.05.24

장소:

국민대 본부관

>> ARI in Mass Media
• 이종화_ Asia’s Central Banks Should Prepare to Raise Interest Rates, Project Syndicate, 2018.01.23
• 이종화_ How Asia Should Respond to US Protectionism, Project Syndicate, 2018.03.29
• 이종화_ Making the Most of Asia’s Aging Populations, Project Syndicate, 2018.05.29
• 남성욱_ 文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조타수 될까, 국민일보, 2018.05.24
• 남성욱_ [포럼] 北과 적당한 타협, 無타협보다 나쁘다, 문화일보, 2018.05.18
• 남성욱_ [오피니언]美軍철수 주장 복창은 利敵행위다, 문화일보, 2018.05.03
• 남성욱_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완전한 비핵화와 CVID의 운명적인 만남, 세계일보, 2018.04.29
• 남성욱_ [시론] 北核 폐기,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국경제, 2018.04.27
• 남성욱_ [포럼]‘남·북·중 對 미·일’ 구도 우려한다, 문화일보, 2018.03.29
• 남성욱_ [남성욱칼럼] 김정은과 트럼프의 세기적 ‘핵 담판’, 세계일보, 2018.03.11
• 남성욱_ [포럼]‘核동결→제재 완화→폐기’는 속임수, 문화일보, 2018.02.27
• 남성욱_ [남성욱칼럼] 김정은의 ‘평창올림픽 독백’, 세계일보, 2018.02.18
• 남성욱_ [포럼]對共 정보·수사 분리론은 탁상공론, 문화일보, 2018.02.02
• 남성욱_ [시사풍향계-남성욱] 일체형 정보기관이 세계적 추세다, 국민일보, 2018.01.17
• 남성욱_ Expresso_Uma guerra nuclear entre EUA e Coreia à espreita? Falamos depois dos Olímpicos de inverno, 스페인 월간지 2018.01.05
• 강문성_ [문화일보 오피니언], 미중 신냉전 격화, 불안한 한국경제, 문화일보, 2018.04.05
* 기사내용은 <홈페이지_연구소 소개_언론에서 본 아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