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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R 창간호 발간

[제1회 KU Peace Camp] New Vis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18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20개국의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KU Peace Camp’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새로운 세대의
국제적 리더들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5일에 걸쳐 20개국에서 온 학생들은 정치, 경제, 국제관계, 사회, 의료, 대중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북한에 대해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강연을 들으면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한 그룹
발표를 준비하면서 활발하게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DMZ와 강화도를 방문했던 일정을 통해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전망에 대해 실감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통일과 평화체제에 기여할 글로벌 리더의 양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제: New Visio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일시: 2018년 8월 27-31일
장소: 고려대 국제관 115호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주최: 고려대학교

[제8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 Multilateralism in East Asian Community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연구과와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싱크탱크센터와 공동으로 제8회 동아시아
공동체포럼 "Multilateralism in East Asian Community"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베이징 랴오닝맨션에서
진행된 이번 동아시아공동체포럼은 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를 주제로한 라운드테이블과 함께 안보분야, 경제분야 그리고 사회문화분야
세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제: Multilateralism in East Asian Community
일시: 9월 20일(목)-21(금)
장소: 랴오닝 맨션, 베이징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연구과,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싱크탱크센터
언어: 한 - 중 - 일 동시통역

학술대회·콜로키움·강연회·워크숍·세미나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세미나] 재외한인연구의 확장: 새로운 주제, 새로운 사고
30년간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재외한인연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외한인연구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아스포라, 초국가주의, 동화론 등 기존의 이론적 관점들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과 개념이 빈곤한 상태입니다.
이에 금번 학술 세미나는 재외한인과 관련한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사고를 발굴하여 재외한인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되었습니다.
일시: 2018년 7월 30일(월) 14:00-18:3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고려대 사회통합교육연구소,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재외한인학회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북한연구센터 세미나] 북한의 비대칭위협과 우리의 대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는 전(前)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을 역임한 신원식 아연 연구위원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비대칭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발표에 대해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장과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일시: 2018년 6월 2일(금) 12:30-13:50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국제학술회의] Vietnam’
s Experience of Re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베트남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IWEP,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는 상호 협력
MOU 서명식 및‘베트남의 통일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협력의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 아래, 이미 통일을 경험한 베트남에서 개최된 본
국제세미나는 최근 남북 및 북미 정상회의 이후 상황에 대한 평가, 문재인 행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베트남의 통일 경험을 정치, 경제,
사회/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교훈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시: 2018년 8월 2일(목) 9:30-18:00
장소: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Hanoi, Vietnam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베트남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IWEP,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대만연구센터 초청세미나]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East-Asia and Cross-Strait
Relations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는 법학과 사회학 전공의 연구자인 동시에 정치와 외교의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실천가이신 대만 대륙위원회의 부주임위원 邱垂正(Chiu, Chui-cheng) 선생님과 대만 민주기금회 부집행장 顏建發(Yan, Jiann-fa) 선생님을
모시고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화해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미 - 중 갈등과 양안
관계의 현 단계에 대한 발언을, 대만의 시점으로부터, 또한 연구자인 동시에 국제 관계의 현장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실천가인
강연자들로부터 청취하는 대단히 흥미로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시: 2018년 8월 22일 (수) 오전 10:00-12: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후원: 한국연구재단
발표언어: 영어

[비교사연구센터 제5회 콜로키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과제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자와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비교사콜로키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5회 주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과제>이었습니다.
강연자: 안자코 유카(리츠메이칸대학)
일시: 2018년 8월 23일(목) 16:00~18:00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중국연구센터 워크샵] 최근 중국의 주요 외교 쟁점- 북중관계와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연사: 수하오 (중국외교학원 교수)
일시: 2018년 8월 22일(수) 12:30-14: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언어: 중국어

[학술회의] <메이지유신 150년> 특별기획 학술대회:“메이지유신의 새로운 조명”
일시: 2018년 9월 15일(토) 12:30-18: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일본사학회

>> Publication

[아세아연구] 통권 173호 (61권 3호)
[논문]
허재영 지식 교류의 관점에서 본 한국에서의『자서조동』수용 양상
김용갑 단오의 대표음식으로서 쑥떡의 발달 배경과 단오의 성격
박이택 한국의 평균임금 변동요인 분석: 1980-2016
신상준 · 이숙종 · 김보미 경제적 · 정치적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
정재현 인공지능시대와 동아시아의 관계론: 책임소재와 책임배분의 문제를 중심으로
셰린즈 ‘여성중심’ 드라마 소비를 통해 본 당대 중국의 계층 및 젠더 의식:「환락송」신드롬 연구
이재영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분권화된 규제국가의 역할: 치루이와 지리로컬 독립기업 비교 사례 연구
최영진 극동러시아에서 환동해 국가와의 경제협력: 성과, 기회 및 한계
박정석 네팔 무슬림: 여러 개의 정체성, 하나의 표상

[아연동북아총서] 31.Northeast Asia in 2030: Forging Ahead or Drifting Away?
[저자 소개]
최병일
서울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2011-2014),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2011-2013),
외교통상부 자문위원(2006-2010), 한국협상학회 회장(2007-2008),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2017)을 역임했고, 현재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이며 차기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이다. 1997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창립 때 교수로 부임하여 이화여대
국제통상협력연구소장, 국제학부장, 국제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화여대 부임 전에는 WTO 기본통신협상 한국협상단
수석대표(1994-1997), 한미 통신협상 한국대표 (1990-1993)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정보통신분야에 경쟁도입과 개방을 주도하였다.
미중 갈등과 동북아의 미래를 조망한『Northeast Asia in 2030: Forging Ahead or Drifting Away』(2018), 한국경제 패러다임전환의
비전을 제시한『1%에 사로잡힌 나라』(2014),『한미 FTA 역전시나리오』(2006),『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2009) 등의 저서가 있다.
[목차]
1장 Northeast Asia at Crossroads
2장 Ideology-Institution-Technology Nexus in Northeast Asia
3장 Setting the Stage towards Deep Integration: The First Decade of the New Millennium
4장 Trade Architecture Competition in the 2010s
5장 Emergence of the New Normal
6장 Undercurrent, Risk, and Strategic Imperative
7장 Looking to the Future: Trajectories to Northeast Asia 2030
8장 Future in the Making
* 책 소개, 세부목차 및 필자 소개는 <홈페이지_출판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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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저
제목:

Prospects and Economic Impacts of Korean Unification: An Introduction

저자:

Jong‐Wha Lee(소장), Warwick J. McKibbin, Marcus Noland

출판정보: Asian Economic Journal Volume 32, Issue 3, September 2018
제목:

Modeling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n Unific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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