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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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대회 • 콜로키움 • 강연회 • 워크숍 • 세미나

>> Publication
▶ [아세아연구] 통권 174호 (61권 4호)
▶ [아세아연구] 통권 175호 (62권 1호)
▶ [아세아연구] 통권 176호 (62권 2호)
▶ [아연동북아총서] 32.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 [아연동북아총서] 33. 육당 최남선과 식민지의 민족사상
▶ [아연동북아총서] 34. 중국의 부패관성과 반부패 정책대응: 동학, 성과와 한계
▶ [아연동북아총서] 35. 일제하 조선은행 연구: 중앙은행 제도의 식민지적 변용
▶ [아연동북아총서] 36. 현대중국정치와 경제계획관료: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기구변화와 정책행위자
▶ [아연인문교양총서] 3. 자유와 평화를 꿈꾼 ’한반도인’ 이소가야 스에지
▶ [아연인문교양총서] 4. 조선 문화에 관한 제국의 시선:
세키노 타다시의 연구 중심으로
▶ [아연번역총서] 3. 중국의 민주주의: 민주관념의 생성과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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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Activity

학술대회·콜로키움·강연회·워크숍·세미나
[중국연구센터 학술대회] 중국몽의 정치학: 체제 정당성 강화요인, 혹은 정치변화 추동요인?
글로벌 강대국으로의 부상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가 주요한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중들과 지식인, 그리고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 민주화를 향한 중국의 꿈 즉 이른바 ‘민주몽(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구상은 안정과 단결에
기초한 부강한 중국이라는 ‘중국몽(중국의 초강대국화)’에 대한 열망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몽이 중국의 체제 정당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의 정치변화와 민주화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와 현대중국학회는 이른바‘중국몽’이 중국의 민주적 전환을 추동하는 요소로 작용할지 혹은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지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2018년 10월 26일(금) 13:00~18: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사)현대중국학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아연-중국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신시기 한반도 정세변화와 북중관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지린대 동북아연구원과 11월 9일 중국 장춘의 지린대 동북아연구원에서 "신시기 한반도 정세변화와
북중관계"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세아문제연구소와 동북아연구원은 작년 2017년도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공동학술회의를 정례화하여 동아시아지역의 협력과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시: 2018년 8월 9일(금) 09:00~18:00
장소: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국제학술회의] Asian Economic Outlook and Challenges to Growth and Stability
Date:

November 23. 2018 09:00~18:00

Venue: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Host:

Asiatic Research Institute(ARI) Korea University, Brain Korea 21 Plus Economics Research Group

Sponsors: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RI Seminar] Economic development in Germany after unification and the role of
regional policy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18년 12월 13일(목), 독일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Economic development in Germany after
unification and the role of regional policy”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Economic development in Germany after unification and the role of regional policy

일시:

2018년 12월 13일(목) 11:00~12:30

발표자: Dr. Mirko Titze and Dr. Matthias Brachert (Hall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Germany)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한-중 국제학술대회] 중국지역 한인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한중
양국인의 여론ㆍ인식
중국지역 한인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동시대 한·중 양국인의 인식과 여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학술회의를 통해 한중 양국이
공감하고 연대했던 역사적 경험을 복원하여 양국 국민의 친선감정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10:30~18:00
장소: 남경대학교 국제회의센터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경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
후원: 국가보훈처

[중국연구센터 2019년 제1차 차이나포럼]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정책과 동남아 외교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정책의 추진이 5여 년을 경과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의 소리도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의 쉐리(薛力) 교수를 모시고 “중국의 일대일로정책과 동남아 외교”에 대하여 듣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연사: 쉐리(薛力)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교수)
일시: 2019년 2월 22일(금) 11:00~13: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언어: 중국어

[대만연구센터 초청강연] 식민지 대만의 통치와 자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에서 ‘식민지 대만의 통치와 자치’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대만연구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만의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한국 학계와 대만 학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역사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최근 식민지 대만의 자치에 대한 연구서를 출간하신 노구치
마사히로(野口真広) 선생님과 그동안 해 오신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비교 연구를 종합하는 저서를 준비하고 계신 문명기 선생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기왕의 연구를 총괄하는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한일 양국 대만사 연구의 현 단계를 확인하고 이후의 연구를 전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시: 2019년 3월 4일(월) 15:00~18: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언어: 한국어, 일본어 (한일 통역 제공)

[현대일본센터 초청강연] 유황 유통으로 본 11~16세기의 일본과 아시아
강연자: 야마우치 신지 교수 (코베여자대학 문학부)
일시:

2019년 3월 11일(월) 17:00~18:3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고려대학교 BK21plus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일본 고대의 입당승 · 입송승 연구>팀

[저자와의‘대화’
] 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
저서명: 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
연사:

송규진 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일시:

2019년 3월 22일(금) 17:00~18: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제12회 김준엽 렉처] 성리학은 신분제를 어떻게 정당화했는가?“리일분수”
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열두 번째의 김준엽 렉처를 개최하면서 이승환 교수님을 모시고 조선 시대 성리학이 신분제를 어떻게
정당화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형이상학적 믿음은
신분차별적인 사회현실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성리학의 리일분수(理一分殊) 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사회불평등과 이를 정당화하는 사상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사: 이승환 교수 (고려대학교 철학과)
일시: 2019년 4월 15일(월) 10:30~11:45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32호
주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재단법인 사회과학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강좌]‘식민지배’새롭게 이해하기
세계 여러 지역과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한국인으로서, 동아시아인으로서, 더 나아가 세계인으로서의 문화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역사학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전문화되면서 발전했지만, 인문학 본연의 종합적인 교양을 갖춘
세계시민의 양성에 다소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강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연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사상사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각 분야의 연구 시각과 업적을 종합하여 강연하고 있습니다.
총괄사회: 총괄사회: 송규진(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제1강 4월 3일(수)
주제:

영국 식민지배의 배경과 전략, 그리고 유산

강연자:

최재희(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관장)
제2강 4월 10일(수)

주제:

미국의 필리핀 점령과 위헌심판(Insula Case, 1901)

강연자:

최정수(서울교육대학교 강사)
제3강 4월 17일(수)

주제:

프랑스의 알제리전쟁 기억과 식민지배 과거사청산 문제

강연자:

민유기(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4강 4월 24일(수)

주제:

독일제국의 식민지정책과 외교정책: 동아시아식민지를 중심으로

강연자:

유진영(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18년 4월 매주 수요일 17:00~18:3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현대일본센터 초청강연]『새로운 세계사』와 그 후
강연자: 하네다 마사시 (도쿄대학 교수)
일시:

2019년 4월 12일(금) 15:00~17: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고려대학교 BK21plus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국제학술회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4월 25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평화구축 방안을 공동으로 탐색하고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관점에서 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는 판단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연구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Palgrave를 통해 발간하는 영문저널 East Asian
Community Review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일시: 2019년 4월 25일(목) 14:00~18:20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후원: 통일부
언어: 세션 1 한국어, 세션 2 영어

[국제 컨퍼런스] Challenges to Asia and Global Economy
Date:

May 31. 2019 09:30~17:50

Venue: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Host:

Asiatic Research Institute (ARI); Korea University, Brain Korea 21 Plus Economics Research Group

Sponsors: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현대일본센터 초청강연] 세계사 속의 문화대혁명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는 바바 기미히코 이와나미서점 편집국부장를 모시고 초청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바바
편집국 부장은 1989년 이와나미서점에 입사하여『思想』편집부,『世界』편집부를 거쳐 학술·일반서 편집장을 역임한 저명한 출판인이자
많은 중국관련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뛰어난 중국연구자입니다. 이번 강연은 국제적 요인과 초월성을 중시하면서 문화대혁명의 세계사적인
의의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제목: 세계사 속의 문화대혁명
연사: 바바 기미히코(馬場公彦) 이와나미서점 편집국부장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16:00~18:00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언어: 일본어(한일 순차 통역)

>> Publication

[아세아연구] 통권 174호 (61권 4호)
[논문]
고성빈 동아시아담론에 대한 비평적 회고와 전망:‘의지적 낙관주의’와‘미래사적 방법론’의 활용
황소희 동아시아 지역 공산주의체제 형성 과정에 천주교 단체의 생존 요인 분석: 중국과 북한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고은강 관용, 불관용, 차이의 정치에 대하여:『맹자』,『한비자』,『순자』,『국어』를 중심으로
김영진 중화 질서의 이상과 현실: 임진왜란 초기 조명관계를 예로
이정남 시진핑(习近平)의 중국몽(中国梦): 팍스 시니카(Pax-Sinica)구상과 그 한계
강혜석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회복탄력성: 소련, 중국 사례 비교연구
최은미 국가정체성을 통해 본 한일갈등의 인식차이 연구

[아세아연구] 통권 175호 (62권 1호)
[논문]
권도경 2010년대 전후 한류드라마·영화콘텐츠의 몽유(夢遊) 고전서사원형 재매개화에 따른 현대적 이본 산생의 통시적 맥락과 차별적 향유의식
Leighanne Yuh Style or Substance: A Reexamination of the Kabo Reforms from a US Perspective
최선경 북 · 중 접경지역의 국경 형성과 조선인의 혼종성 : 식민시기와 냉전시기를 중심으로
김현주 중화질서의 해체와 그에 대한 청정부의 대응:『만국공법』을 중심으로
정형아 2차 대전 종결 전후 뤼순(旅順)·다롄(大連)의 특수지위와 중소관계
정하영 사무라이 장부에서 본 근세 다이묘가(번)의 가신단 구조와 문화: 오카야마번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통권 176호 (62권 2호)
[논문]
박진 조선 왕실의 친족 의식과 족파(族派), 그리고 한국 전통적 가족관계
심희찬 이기백 역사학의 사학사적 검토: 일본 유학과 역사주의 이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장광열 한 · 미 및 조 · 중 연합군사지휘체제 비교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김숭배 해방과 전후의 한 · 일관계: 1945년 직후의 인신적 괴리
엄태봉 북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 한일회담의 경험과 그 함의를 중심으로
안슬기 중국 내‘해권(海權)’에 관한 담론 연구

[아연동북아총서] 32.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저자 소개]
정상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인문대학 국사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근대사를 전공했다. 현재는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일본인 역사학자들의 역사 서술을
연구하고 있다.
[목차]
서론
1장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 편찬 사업의 추진
2장『朝鮮史』편찬 사업의 전개와 의미
3장『朝鮮史』의 구성과 편찬자들의 조선사 인식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Abstract
색인

[아연동북아총서] 33. 육당 최남선과 식민지의 민족사상
[저자 소개]
윤영실
연세대학교 영문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문과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연세대(원주) 근대한국학연구소 HK+ 연구교수로
재직 중 이다. 주요 논저로는『최남선의 민족담론과 근대적 글쓰기』(2009),「‘소년’의 영웅서사와 동아시아적 맥락」(2010),「동아시아
정치소설의 한 양상 - 서사건국지 번역을 중심으로」(2011),「신채호 초기 민족론에 나타난 ‘我’의 의미」(2011),
「단군과 신도: 최남선의 단군신앙부흥운동과 심전개발」(2012) 등이 있다.
[목차]
서장 식민지 민족과 패배의 사상
1부 근대 국민국가의 주체 모색과 식민지‘민족’의 발견
2부 식민지 근대의 불균등한 세계와 민족의 공간
3부 식민지 민족 혹은 잠재적 국민의 시간
4부 일본제국의 동화론과 식민지 민족의 ’경계’
5부 만주국 협화론과 민족의 산포
결론

[아연동북아총서] 34. 중국의 부패관성과 반부패 정책대응: 동학, 성과와 한계
[저자 소개]
김익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 총무처, 산업연구원 등에서 일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귀국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중국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University of Hawaii, University of California 등에서 객원연구원, 교환·방문 교수로 중국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 국제경영관리학회 부회장,
전경련 China Forum 경제분과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2008년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일한다. 지은 책으로 <중국시장
마케팅>, <중국투자론> 등이 있다.
[목차]
1장 연구 목적과 배경
2장 부패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비용
3장 대내외 부패 환경과 공직자, 기업의 부패 전략
4장 부패 관성과 반부패 정책 대응의 동학(動學)
5장 반부패 정책의 실제 목표와 규제의 틀
6장 반부패 정책의 성과
7장 반부패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8장 결론 및 시사점
결론

[아연동북아총서] 35. 일제하 조선은행 연구: 중앙은행 제도의 식민지적 변용
[저자 소개]
조명근
1973년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사학과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목차]
서론
제1부 조선은행의 운영 주체
1장 조선은행 감독권 소재 논란과 대장성으로서의 수렴
2장 조선은행 중역 인사의 실태와 중역진 구성의 특징
3장 조선은행 공정이율 결정 방식과 조선에서의 비판
제2부 조선은행의 발권제도
1장 조선은행권 발행제도에 있어서 보증준비의 함의
2장 전시기 조선은행권 발행제도 개정
제3부 조선은행의 국책 수행과 그 귀결
1장 1910년대 조선은행의 만주 진출과 '해외은행'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2장 1920년대 조선은행 정리 과정 연구
3장 월경越境하는 화폐, 분열되는 제국
제4부 조선은행을 둘러싼 담론의 형성과 전개
1장 1920~30년대 조선은행의 금융활동에 대한 조선 내 여론 동향
2장 조선은행 개조 논쟁과 그 함의
결론

[아연동북아총서] 36. 현대중국정치와 경제계획관료: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기구변화와 정책행위자
[저자 소개]
서상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중국정치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중국연구센터
부소장을 거쳐 현재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시진핑 1기 중국인민해방군 상장(上將)
네트워크: ‘제도제약 네트워크모델’의 탐색적 분석」(2018), 「중국의 강대국화와 시진핑 시기 사회관리」(2017), 「중국의 “한중관계”
연구동향 분석 – 장쩌민 시기와 후진타오 시기의 저자 키워드연결망 비교」(2017),「중국 외교엘리트 네트워크 분석: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기 비교」(2017)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중국의 꿈: 중국이 지향하는 초대국 초상』(공저, 2018),『얘들아 이젠 중국이야』(공저, 2016) 등
다수가 있다.
[목차]
제1부 발전 국가로의 중국적 경로
1장 중국은 '발전 국가'인가?
2장 중국의 경제발전 선도기구: 국가발전계획위원회
3장 중국의 정치경제 제도변환 분석
제2부 계획경제 시기 중국의 계획기구와 경제 관료
4장 계획경제체제 확립 시기 국가계획위와 경제 관료
5장 중국 사회주의 발전노선 정립과 국가계획위 관료
6장 문화대혁명과 국가계획위
제3부 시장경제체제하 계획기구 경제 관료
7장 개혁개방체제로 전환과 국가계획위
8장 계획과 시장의 제도경쟁과 국가계획위
9장 전환 시기 계획관료 구성변화
10장 국가발전개혁위로 전환과 계획관료
11장 중국식 발전 국가의 경제계획과 산업정책
12장 결론: 현대 중국의 정치경제 변환 과정과 경제 관료

[아연인문교양총서] 3. 자유와 평화를 꿈꾼‘한반도인’이소가야 스에지
[저자 소개]
변은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공은 한국근현대역사이다. 주요 저서로『일제말 항일비밀결사운동 연구 - 독립과
해방, 건국을 향한 조선민중의 노력』(선인, 2018),『인물로 본 문화』(공저, 20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선인, 2013),『제국주의시기 식민지인의 ’정치참여’ 비교』(공저, 선인, 2007),『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공저,
선인, 2004),『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공저, 아연출판부, 2004) 등이 있다.
[목차]
1장 출생과 방황
2장 식민지 조선에 바친 청춘
3장 일제패망과 조선해방, 그리고 귀환
4장 좋은 날이여, 오라
이소가야 스에지 연보

［아연인문교양총서］4. 조선 문화에 관한 제국의 시선: 세키노 타다시의 연구
중심으로
[저자 소개]
류시현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한국근현대사 전공. ’한국적인 것’의 사상적 계보와 근대 사상의 수용과 관련된 번역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저서로『한국 근대 역사학의 성립과 발전』(선인, 2017),『동경삼재』(산처럼, 2016),『최남선 평전』(한겨레출판, 2011) 등이 있다.
[목차]
1장 학문수련과정과 한말 한국의 고건축 조사
2장 1910~20년대 조선의 예술과 만나다
3장 조선 미술사 서술과 한국사 인식
4장『조선고적도보』와 조선예술품 인식
5장 조선학과 동양학의 경쟁

［아연번역총서］3. 중국의 민주주의: 민주관념의 생성과 변천
[저자 소개]
뤼 사오보
난징대학교 정부관리학원 정치학과 교수. 중국 교육부 ”신세기인재계획”에 제 1차로 선정되었다. 주요 저서로는『중국의 초기현대화에서의
전파 매체』와『중국근대정치발전사』가 있다.
[역자 소개]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겸 중국연구센터 센터장이다. 주요 논저로는 “시진핑의 중국몽: 중국주도의 세계질서(Pax-Sinica) 구상과 그
한계”(2018), “시진핑의 권력강화와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의 전환인가?”(2017), “중국 군체성 사건의
새로운 변화와 특징: 분절적 저항행위에서 사회운동의 맹아적 형태로”(2015), “Perceptions of Democracy among Intellectuals in Contemporary China: Evidence from Study on Political Scientists in Beijing and Shanghai”(2013),『민주주의와 중국』(편저, 2012)외 다수가 있다.
유은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며, 주요 논저로는 “중국의 민주주의 인식과 중국몽”(2019),“중국의 온라인 반부패 활동과 국가 - 사회
관계: 국가의 대응과 활용을 중심으로”(2018), “Management of Social Changes and Crisis in China's Reform Era: Socialization of Welfare
System”(2017),“중국 분권화와 사회보장제도 실행에 관한 연구”(2017),『동아시아에서 정책의 이전과 확산』(공저, 2012)외 다수가 있다.
정주영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이며. 주요 논저로는 “강대국 중국의 정치발전모델 탐색: 소프트파워 자원이 될 수 있는가?”(2017), “중국의
새로운 의제설정 방식의 등장과 공론장의 변화 - 쑨즈강, 탕후이 사건에 대한 분석”(2017),“노동교양제도의 폐지와 중국 공민권의 발전”(2016),
“중국 공산당 통치이데올로기의 변화와 특징”(2013) 등이 있다.

[목차]
서론 관념사, 관념의 역량 및 한계
제1장 역사적 유산: 전근대 중국과 서방의 민주주의 관념과 제도적 자원의 비교
제2장 역사적 시공: 근대 중국 민주주의 관념 변천의 국제적 배경
제3장 서학동점: 청 말기 민주주의 관념의 도입
제4장 민지와 민권: 유신 시기 민권 개념의 형성과 확산
제5장 낭만과 신중: 20세기 초 민주주의 관념의 분기
제6장 초월과 적응: 민국 초기 민주주의 관념 분기의 심화
제7장 평민과 민주주의: 포퓰리즘 민주관의 생성
제8장 인권과 자유: 자유주의 사조의 흥망성쇠
제9장 헌정과 대의제: 자유민주주의자의 요구
제10장 인민민주독재: 공산당의 민주관 생성
결론
* 책 소개, 세부목차 및 필자 소개는 <홈페이지_출판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ARI Members

연구 논저
제목:

재외동포 사회의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윤인진(부소장)

출판정보: 북코리아, 2018.11
제목:

세계의 코리아타운과 한인 커뮤니티

저자:

윤인진(부소장)

출판정보: 북코리아, 2019.3
제목: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저자:

윤인진(부소장)

출판정보: 문화와 정치 6권 1호, 2019.3
제목:

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

저자:

송규진(교수)

출판정보: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2
제목:

일제강점기 충남도청 유치 이후 대전 발전의 한계

저자:

송규진(교수)

출판정보: 한국사학보 74호, 2019.2
제목:

시진핑의 중국몽: 팍스 시니카(Pax-Sinica) 구상과 한계

저자:

이정남(교수)

출판정보: 아세아연구 61권 4호, 2018.12
제목:

중국의 민주주의: 민주관념의 생성과 변천

역자:

이정남(교수)

출판정보: 아연출판부, 2019.5
제목:

기억의 사각지대에서 잊힌 홀로코스트: 일본의 정미의병 및 민간인 학살과 한반도 강점의 시작

저자:

손기영(교수)

출판정보: 일본연구 제79권, 2019.3
제목:

실패국가, 실패패권, 근대국가의 홀로코스트 삼중주: 청일전쟁과 일본의 동학농민군 대량학살의 개념적 분석

저자:

손기영(교수)

출판정보: 일본공간 제24권, 2018.12
제목:

‘조선의 전기왕’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와 조선사회

저자:

이형식(교수)

출판정보: 東洋史學硏究 제145호, 2018.12
제목:

사회주의 수도의 건설과 주민 생활 – 1959년‘國慶工程’과 철거 · 이주 문제

저자:

윤형진(교수)

출판정보: 중국근현대사연구 81호, 2019.03

제목:

중국 베이징 지역 역사 연구의 동향과 특성

저자:

윤형진(교수)

출판정보: 서울과 역사 100집, 2018.10
제목:

Institution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Economic Impacts of Integration

저자:

Moonsung Kang(ASA연구센터장) and Soonchan Park

출판정보: Asian Economic Journal, Vol. 32, No. 3, September 2018
제목:

Export Subsid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An Entry-Deterrence Model under Complete and Incomplete Information

저자:

Kyoungwon Rhee and Moonsung Kang(ASA연구센터장)

출판정보: Korean Economic Review, Vol. 35, No. 1, Winter 2019
제목:

The Impact of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저자:

Ryoma Kanazawa and Moonsung Kang(ASA연구센터장)

출판정보: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 20, No. 1, April 2019

아연 연구진 동정
이종화 소장
1. 국제학술회의 사회
학술회의명: Asian Economic Outlook and Challenges to Growth and Stability
일시:

2018.11.23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Distinguished Seminar Series
발표논문제목:Demographic Change,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일시:

2019.2.15

장소:

Economic Growth Cent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3. 국내학술세미나 좌장
학술회의명: SGI 글로벌세미나
일시:

2019.3.27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4. 국제학술회의 사회
학술회의명: Challenges to Asia and Global Economy
일시:

2019.5.31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5.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The Quest For Inclusive And Sustained Growth: Learning From South Korean Success And Adapting Lessons For
The Cote D’ Ivoire
발표논문제목:Human Capital Development for Sustained and Inclusive Growth
일시:

2019.6.14

장소:

Abidjan, Cote D’ Ivoire

윤인진 부소장
1.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2019 Korea Future Forum
발표논문제목:The Rise and Fall of Multicultural Discourse and Policy of South Korea
일시:

2019.3.2

장소: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제2차 아리랑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제목: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아리랑: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한 단상
일시:

2019.5.18

장소: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

3.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2018 경기천년 기념 특별전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산을 넘어>
발표논문제목: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황
일시:

2018.10.5

장소: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

4.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포용적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 · 경제 정책
발표논문제목:이민자 사회통합: 탈북민을 중심으로
일시:

2019.1.22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5.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2019년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발표논문제목:재미한인의 주류화
일시:

2019.6.21

장소: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35호실

6.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미래, 플랫폼으로서의 경기도
발표논문제목: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산에서 플랫폼으로: 경기도의 이점과 역할
일시:

2019.4.12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7.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다문화시대의 상호문화주의 관점: 사회통합과 생활세계
발표논문제목:The rise and fall of multicultural discourse and policy in South Korea
일시:

2019.5.16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취창업관

송규진 교수
1.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중국지역 한인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한중 양국인의 여론 · 인식
발표논문제목:재중 한인 항일운동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일시:

2018.12.17

장소:

중국 남경대학교 국제회의센터

2.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성공대학 2019 대만사 국제 학술 토론회
발표논문제목:日治時期韓國及台灣的殖民地貿易結構比較研究
일시:

2019.5.18

장소:

대만 성공대학교 국제회의실

3. 강연
강연명:

역사NGO시민강좌

강연제목:

통계와의 대화

일시:

2019.3.20

장소:

베네키아호텔

4. 강연
강연명:

길위의 인문학

강연제목:

미국에서 태어난 헐버트(Homer B. Hulbert)가 서울 양화진에 묻힌 이유는?

일시:

2019.5.2

장소: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이정남 교수
1. 국내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2018년 현대중국학회 추계 학술회의 - 중국 부상의 전환기적 도전
세션제목:

중국 부상의 전환기적 도전- 정치세션

일시:

2018.10.12

장소:

한양대학교 국제관

2.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중국몽의 정치학: 체제 정당성 강화요인 혹은 정치변화 추동요인?
발표논문제목: 중국몽: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Pax-Sinica)의 재등장인가?
일시:

2018.10.26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3.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중국의 세계관: 천하세계와 주권국가
토론논문제목:전근대 동아시아 천하체계와 조공체제
일시:

2018.11.3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회의실

4.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新时代朝鲜半岛形势变化与韩中关系
발표논문제목:한반도 비핵화 -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일시:

2018.11.9

장소:

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

5.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한반도 대전환 - 미래질서의 모색과 정치학의 역할
발표논문제목: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외교정책
일시:

2018.12.8

장소:

국립외교원 회의실

6.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한반도 대전환- 미래질서의 모색과 정치학의 역할
토론논문제목:강대국 중국과 국제적 인정
일시:

2018.12.7

장소:

국립외교원 회의실

7.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东亚合作论坛2018: 新时代的中日韩关系
발표논문제목:韩半岛非核化-和平过程与韩中关系
일시:

2018.12.15

장소:

北京燕山大酒店国际会议室

8.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향후 10년(2023) 중국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 전망
발표논문제목:향후 10년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일시:

2019.4.12

장소:

팔래스호텔 회의실

9.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
발표논문제목: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향후 전망
일시:

2019.4.25

장소: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

10.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The 9th Asia Research Foru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under the New Circumstance
발표논문제목:The BRI Initiative and Korea-China Corporation
일시:

2019.4.29

장소:

Beijing International Hotel

11.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5.4운동 이후 중국 100년의 회고
발표논문제목:5.4운동 100년을 통해서 본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 비자유주의적 권위주의인가? 자유 민주주의인가?
일시:

2019.5.10

장소: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경영대학

12. 국내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중국과 일본의 지역협력 구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세션제목:

중국과 일본의 지역 협력구상

일시:

2019.5.31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회의실

13. 강연
강연명:

Discover KU 교양강연

강연제목: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시:

2018.11.13

장소: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이형식 교수
1.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臺北州檔案》與文書運用國際學術研討會
발표논문제목:朝鮮總督與「帝國的掮客」: 齋藤實ㆍ阿部充家往來書信中的「文化統治」之實況
일시:

2019.3.9

장소:

台湾新北市立圖書館 3F 演藝廳

2. 강연
강연제목:

「「朝鮮軍人」金子定一と大アジア主義運動」

일시:

2019.6.15

장소:

日本同志社大学烏丸キャンパスSK203

남성욱 북한연구센터장
1.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학술회의명: 북한 경제개방, 전망과 과제
기조연설제목:기업 금융권 진출진단
일시:

2019.4.18

장소:

콘래드호텔

강문성 ASA연구센터장
1.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IEEM Conference 2018: Multiple Modernities - Regionalism, Interregionalism, Multilateralism
발표논문제목:Multilateralizing Regionalism in East Asia
일시:

2018.11.3

장소:

Handover Gifts Museum of Macau

2.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APEC Study Centers Consortium Conference 2019
발표논문제목: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일시:

2019.5.13

장소:

Vina del Mar, Chile

>> ARI in Mass Media
• 이종화_ Saving South Korea’s Economy, Project Syndicate, 2018.11.19
• 이종화_ Lessons of East Asia’s Human-Capital Development, Project Syndicate, 2019.01.29
• 이종화_ Investing in Inclusive Growth, Project Syndicate, 2019.5.26
• 이종화_ A Practical Approach to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ject Syndicate, 2019.5.29
• 이정남_ 依托”一带一路”倡议, 推动中韩合作更加深入, 光明日报, 2019.4.19
• 남성욱_ [시론], 김정은 군수공장 시찰은 또 다른 협박, 문화일보, 2019.6.1
• 남성욱_ [오늘의시선] 북한의 살라미도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계일보, 2019.5.8
• 남성욱_ [청론직설] 협상만으론 北核 해결 어려워…핵무장론 불지펴 中 압박 나서야, 서울경제, 2019.5.1
• 남성욱_ 北 김정은 권력 강화와 核동결 버티기, 문화일보, 2019.4.10
• 남성욱_ 포럼 교조적 親北 정책, 동맹 위기 키운다, 문화일보, 2019.3.22
• 남성욱_ [오늘의시선] ‘1박 2일 핵담판’ 관전 포인트는, 세계일보, 2019.2.27
• 남성욱_ 핵무기 못 없애면 종전선언은 속임수, 문화일보, 2019.2.26
• 남성욱_ [시론] 비핵화 회담 첫 단추 잘 꿰어야, 국민일보 2019.2.12
• 남성욱_ [남성욱칼럼] 김정은의 4자회담 구상, 세계일보, 2019.1.14
• 남성욱_ [평양 리포트] 북한 핵의 실체와 거래 가격, 월간중앙, 2019 05호
• 남성욱_ [2차 북·미 정상회담 특별기획] 북 핵보유국 공인시 남한의 선택, 월간중앙, 2019.2.23
• 강문성_ [시평] WTO 체제 위기는 한국의 위기다, 문화일보, 2018.10.25
• 강문성_ [시평] 미중 통상마찰의 4가지 시나리오, 문화일보, 2018.11.20
• 강문성_ [시평] '무역 통한 포용국가' 주장의 허실, 문화일보, 2018.12.13
* 기사내용은 <홈페이지_연구소 소개_언론에서 본 아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