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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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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제10대 김익수 신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아시아 지역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소인 아세아문제연구원(2019.12.12. 이전 연구소)의 제10대
원장(2019.12.12. 이전 소장) 김익수입니다. 2019년 9월 1일 취임당시에는 ‘연구소’였으나 12월 12일부로
‘연구원’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연구소의 원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연구소를 한 단계 도약시킬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이하‘아연’)은 지난 1957년 창설된 직후 북한, 중국 등 공산권 연구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연구범위를 넓혀
지난 60여년 동안 동북아 정치 · 경제 · 사회 · 역사 등 지역연구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2008~2018년간에는 세계적 지역연구소 양성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인 인문 한국사업 해외지역연구 분야의 동북아 지역연구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연은 계간 학술지 <아세아연구>(1958년 창간)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총서와 자료총서를 간행해왔고, 매년 동북아 정치 · 경제
· 사회 · 역사 등 국제학술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학술연구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연구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아연은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연구소로 자리매김해 동북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같은 성과에 기초하여, 아연은 앞으로도 동북아 지역연구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정치·경제·사회·역사 등에 관한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 주요 연구소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미-중간의 패권전쟁,
한-일간의 갈등, 남북한-미국 관계 등 동북아 질서 및 역학관계가 재편되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 동북아 연구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향후 연구 사업의 설계에 있어서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센터별 고유
학술연구 이외에, 시사성 있는 현안 이슈를 골라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경계를 뛰어넘는 학제간 혹은 센터간 협동연구 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및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는데 기여하는 한편, 한반도 정치·경제·사회 통합의 기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연은 동북아 학술연구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풀을 넓히고, 연구역량과 경험, 지혜를 모아 동북아 질서 변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연은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냄으로써 21세기 아시아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동아시아지역 종합연구의 핵심연구소로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제10대 원장 김익수 배상
김익수 신임 원장 약력
1977년: 고려대 경영학 학사
1988년: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수료
1991년: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95. 3 ~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9. 12 ~ 현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원장
2019. 9 ~ 2019. 1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2007. 3 ~ 2008. 1 고려대학교 총무처장
2003. 8 ~ 2004. 12 현대중국학회 회장
2003. 3 ~ 2003. 12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부회장
2001. 3 ~ 2002. 2 국제경영관리학회 부회장
2001. 9 ~ 2002. 8 UC Berkeley 중국학센터 방문교수
1999. 7 ~ 1999. 8 University of Hawaii, 경영대 교환교수
1998. 3 ~ 2010. 3 대림산업 사외이사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문제연구원으로 명칭 변경(2019.12.12)

>> News & Activity

연구원 인사
부원장: 송규진(아연 교수)
평의원: 강문성(국제학부) 이진한(한국사학과)
정재관(정치외교학과) 편주현(경영학과)
한정선(국제학부)
센터장: 손기영(아연 교수, 국제관계연구센터)
남광규(아연 연구위원, 대만연구센터/북한연구센터)
곽도원(국제대학원, 아시아협력센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국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중-미 세력경쟁과 한반도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미 간 세력경쟁이 외교, 안보,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미 간 세력경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역시 외교안보, 북핵문제, 경제와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미 세력경쟁의 현황과 전망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아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제: 중-미 세력경쟁과 한반도
일시: 2019년 11월 15일 (금)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115호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언어: 한 - 중 동시통역

학술대회·콜로키움·강연회·워크숍·세미나
[제8회 역사NGO세계대회] 1919년 동아시아적 함의: 역사화해와 평화
일시: 2019년 7월 22일(월)~26일(금)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문과대학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NGO포럼,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중국연구센터 2019년 제2차 차이나포럼] 중국의 민주주의: 민주 관념의 생성과 변천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역 강대국 중국이 어떤 정치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가는 중국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에서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놓은 저명학자이신 뤼샤오보어 난징대 교수를 모시고, 서구로부터 중국에 민주주의 관념이 도입되어 변화 발전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이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구상을 지니고 있는지 탐색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연사: 뤼샤오보어(闾小波) (난징(南京)대학교 정부관리학원 교수)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16:00~18: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언어: 한 - 중 순차통역

[국내학술회의]‘신시대’중국의 정치체제와 정치변화:‘중국식’정치체제모델은 가능한가
중국은 40여 년 간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성공적 경제체제 전환과 함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정치적인 면에서 중국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중국의 정치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부상국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를 이끌어가야 할 이웃 국가들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정치체제와 정치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제 2차 년도의 연구성과를 학술회의를 통하여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12:50~18:4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후원: 한국연구재단

[제9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 East Asian Perspectives on Global Governance
Date:

November 22nd, 2019

Venue:

Room 711, Building No. 19
Organized by Waseda University&Korea University&Tsinghua University

[비교사강좌] 문명의 충돌과 환류 - 유라시아 역사 속의 실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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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규진(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제1강 11월 1일(금)
주제:

실크로드,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조선

강연자:

한승훈(고려대 독일어권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제2강 11월 8일(금)

주제:

실크로드와 한류로드

강연자:

최광식(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제3강 11월 22일(금)

주제:

실크로드와 일대일로

강연자:

이창주(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제4강 11월 29일(금)

주제:

실크로드와 불교

강연자:

남동신(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일시:

2019년 11월 매주 금요일 17:00~18:3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실크로드연구실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북한연구센터 초청세미나] 북한의 핵전략과 향후 북미 협상 전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는 “북한의 핵전략과 향후 북미 협상 전망”이라는 주제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금년도 한반도 정체를 평가하고 내년도 북미 협상을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일시: 2019년 11월 22일(금) 14:00~16:30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지하1층 국제회의실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고려대 현대일본센터-간사이대학 법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국제법으로 본 일본의 조선지배
2018년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여 경제제재를 단행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종결을 선언했습니다. 한일역사문제가 한일간의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까지 확대되어 가면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와 간사이대학 법학연구소는 한일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국제법에서는 어떻게 보았는지 논의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2019년 12월 6일(금) 14:00~16:2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간사이대학 법학연구소
언어: 한-일 순차통역

[대만연구센터-중국근현대사학회 공동학술회의] 냉전과 중국
일시: 2019년 12월 7일(토) 13:40~18: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비교사연구센터 비교사세미나] 면화의 제국
제목: 면화의 제국
일시: 2019년 9월 20일(금) 17:00~19: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중국연구센터 세미나] 중국 권위주의 정치 기획의 쟁점과 전망
발표자: 정주영(연세대 통일연구원)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15:00~17: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 Publication

[아세아연구] 통권 177호 (62권 3호)
[특집논문]
김미정 일제강점기 조선여성에 대한 노동력동원 양상-1937~1945년을 중심으로
강필구 1937~1945년 이와키지역 조선인 노무동원과 관리의 실태 - 죠반(常磐)탄광 사례를 중심으로라경수 ‘우토로’ 재일코리안 커뮤니티의 역사와 현재: 경계의‘안’과‘밖’
[일반논문]
이행선 세월호 사건과 재난의 문학적 재현(1)- 세월호 추모 공동소설집
함충범 한국영화(사)의 출발 기점에 관한 재고찰: ‘1919년론’을 중심으로
신상범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보건외교의 현황과 과제
김용철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김대중의 인식과 철학
송재혁 정도전은 군주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려 했는가:『조선경국전』
「부전」상공 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차정미 중국‘1개 중심 2개 기본점 원칙’의 인터넷 발전전략과 북한에의 적용

[아세아연구] 통권 178호 (62권 4호)
[기획논문]
송규진 일본군의‘위안소’ 설립과 조선 여성의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일반논문]
김두진 한국‘식민지 근대화’ 논쟁과‘근대성’ 인식의 재검토 : 근대성 개념의 간학문적 논의를 중심으로
박균섭 윤동주의 릿쿄대-도시샤대 유학과 그 파장
김미경 이승만정부의 재정위기와 환율정책논쟁(1953-1960)
이상호 한국전쟁기 예비 제5군단과 육군예비사관학교
김현정『우쓰호모노가타리(宇津保物語)』의 음식 관련 용례에 대한 연구

[아연동북아총서] 37. 박정희 노스탤지어와 한국 민주주의
[저자 소개]
강우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Florida State University)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 주 주립대학 중 하나인 앤젤로 주립대학(Angelo State University)에서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터 방문교수, 한국학 중앙연구원 펠로우, 고려대학교 국제한국학센터 방문연구원 등을 엮임했다. 이후 귀국하여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목차]
서론
1장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무엇인가?
2장 박정희 노스탤지어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분석
3장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미시적 기초. 이론적 분석 틀의 모색
4장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역사적인 조건과 기원
5장 박정희 체제에 대한 동의와 박정희 노스탤지어
6장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유산. 경제성장우선주의
7장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정치적 영향
8장 박근혜 탄핵과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미래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아연번역총서］4. 사회적 화산이라는 신화
[저자 소개]
마틴 킹 화이트
화이트 교수는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에서 물리학 주전공, 러시아연구 부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1966년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러시아지역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1971년 역시 하버드대에서 사회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68년부터
보스턴대학(Boston University) 강사로 강의 경력을 시작했다.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미시간대(the University of Michigan) 교수로 재직한
후,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조지 워싱턴대(George Washington University)로 옮겼다. 2000년부터 2015년 은퇴까지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하버드대 페어뱅크센터(Fairbank Center for Chinese Studies) 소장 대행을 지냈다. 현재는 하버드대
명예교수이다. 연구영역은 비교사회학, 가족사회학, 사회발전론, 현대 중국사회연구, 탈사회주의 이행이다.
[역자 소개]
정일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수이며 한국사회사학회 회장(2017-현재),『기억과 전망』편집장(2018-현재)이다. 워싱턴대 방문교수
(2000-2003), 대만 중앙연구원 방문교수(2013-2014), 고베대 방문교수(2015), 한국공공사회학회 회장(2012-2014),『아세아연구』편집장
(2012-2014),『경제와 사회』편집장(2016-2017) 등을 역임하였다.
[목차]
서론 심화되는 불평등이 중국을 "사회적 화잔"으로 몰아가는가?
제1부 중국인은 현재의 불평등에 대해 얼마나 분개하는가?
제1장 중국의 탈사회주의 이행과 불평등 심화
제2장 불평등 및 분배 정의에 관한 중국 전국 조사
제3장 중국인은 현재의 불평등에 대해 어떤 점이 공정하고 어떤 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제4장 비교적 관점에서 본 중국인의 불평등 인식
제2부 분배 정의에 대한 사회적 윤곽들
제5장 불평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
제6장 현재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제7장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선호도
제8장 계층화와 계급 갈등에 대한 시각
제9장 사회정의와 기회에 대한 시선
결론 사회적 화산이라는 신화를 넘어서
참고문헌

［아연사료총서］2. 일제강점기 사회사업관계자료 해제
[저자 소개]
송규진
고려대 사학과(학사), 고려대 일반대학원 사학과(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고려대ㆍ공주대ㆍ대전대ㆍ원광대 강사, 연세대 사학과 박사후
연수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일제하의 조선무역 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중국
동북지역과 환동해지역의 관계성』(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동아시아, 인식과 역사적 실재』(아연출판부, 2014, 공저),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개념의 수용과 변용』(고구려연구재단, 2005, 공저),『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선인, 2004, 공저) 등이 있다.
송병권
고려대 사학과(학사), 고려대 일반대학원 사학과(석사),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학술박사)를 졸업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및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은 책으로
『東アジア地域主義と韓日米關係』(クレイン, 2015),『동아시아, 인식과 역사적 실재』(아연출판부, 2014, 공저), 번역서로『GHQ-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타케마에 에이지 지음, 평사리, 2011),『한일교섭-청구권문제의 연구』(오오타 오사무 지음, 선인, 2008, 공역) 등이
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구빈 및 방면사업
Ⅰ. 빈곤과 구빈사업
Ⅱ. 실업구제와 토막민
Ⅲ. 방면사업
Ⅳ. 조선총독부 제생원
Ⅴ. 이재 구조
Ⅵ. 구료 사업
제2장 방빈사업과 경제보호사업
Ⅰ. 공설시장
Ⅱ. 주택과 공익질옥
Ⅲ. 노동조사와 직업소개
Ⅳ. 이주와 시설
제3장 경제갱생과 사회교화
Ⅰ. 농산어촌진흥운동과 농촌사회사업
Ⅱ. 아동·청소년 보호와 사회교육
Ⅲ. 황민화 교육과 사회교화
제4장 군사원호사업
제5장 조선사회사업총람
Ⅰ. 사회사업요람
Ⅱ. 지역 사회사업
Ⅲ. 사설 사회사업 개요
색인
* 책 소개, 세부목차 및 필자 소개는 <홈페이지_출판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ARI Members

연구 논저
제목:

The Real Face of Korean Buddhism under Japanese Colonial

저자:

Song, Kuejin

출판정보: JOURNAL OF KOREAN RELIGIONS(SCI) 10-2,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9.10
제목:

일본군의‘위안소’ 설립과 조선 여성의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저자:

송규진

출판정보: 아세아연구 178권, 2019.12
제목:

5.4운동 100년을 통해서 본 중국 정치제제의 변화:당국가체제의‘승급(昇級)’인가?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인가?

저자:

이정남

출판정보: 현대중국연구 21권 2호, 2019.9
제목:

中国梦: 中国追求的强国像

편저:

이정남

출판정보: MINSOKWON, 2019.9
제목:

위기의 동아시아 통합론: 통합이론의 분석수준과 통합환경 분석

저자:

손기영

출판정보: 국제관계연구 제24권 2호, 2019.12
제목:

조슈파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와 조선통치

저자:

이형식

출판정보: 역사와 담론 91권, 2019.7
제목:

친일관료 박중양과 조선통치

저자:

이형식

출판정보: 일본공간 26권, 2019.12
제목:

도시주민의 조직형식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식-‘天津講話’ 전후의 劉少奇를 중심으로

저자:

윤형진

출판정보: 중국학보 90집, 2019.11
제목:

중국공산당의 도시주민 조직 구상의 변화—彭眞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윤형진

출판정보: 中國近現代史硏究 84집, 2019.12
제목:

The rise and fall of multicultural discourse and policy in South Korea

저자:

윤인진

출판정보: 다문화와 인간 8권 1호, 2019.12
제목:

베네수엘라 난민 사태 이후 브라질 난민정책의 변화

저자:

손지혜, 윤인진

출판정보: 포르투갈-브라질연구 16권 2호, 2019.8

제목:

North Korean Nuclear Weapon and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저자:

Nam sung-wook

출판정보: World Scientific, November 2019
제목: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비중과 함의를 중심으로

저자:

남성욱

출판정보: 평화학연구 20권 3호, 2019.9
제목:

북한의 도로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저자:

남성욱

출판정보: 입법과 정책 11권 2호, 2019.8

아연 연구진 동정
송규진
1.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식민지시기 조선 북부의 개발과 지역사회
토론논문제목:식민지기 ‘北鮮開發’ 담론과 정책의 추이
일시:

2019.12.7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관 316B

2. 강연
강연명:

길 위의 인문학: 3.1운동의 발자취, 100년의 기억

강연제목:

한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 독립운동가 이회영

일시:

2019.9.5

장소: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이정남
1. 국내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2019
세션제목:

중국식 민주주의 담론의 특징과 한계

일시:

2019.7.25

장소:

건국대학교

2.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第七届中韩公共外交论坛
발표논문제목:동북아 평화와 협력
일시:

2019.10.17

장소:

인천 송도 Convensia

3.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북중 수교 70주년과 한국에 대한 함의
토론논문제목:중국의 시각에서 본 북중 수교 70주년
일시:

2019.10.2

장소: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

4.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中日韩合作与东北亚和平"国际研讨会
발표논문제목:미중 세력경쟁 시대의 한국의 외교적 선택
일시:

2019.9.21

장소:

上海外国语大学

5.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중-미 세력 경쟁과 한반도
발표논문제목:미중 무역전쟁을 통해서 본 중국긴 상호인식과 중국의 대응
일시:

2019.11.15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114호

6.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变动中的东亚秩序: 影响与前景
발표논문제목:中国追求的世界秩序像:以中国国内国际政治学者的认识为中心
일시:

2018.11.2.-3

장소:

中国人民大学逸夫会堂第二会议室

7.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신시대’중국의 정치체제와 정치변화: ‘중국식’ 정치체제모델은 가능한가

발표논문제목:당국가체제의 승급과 ‘신시대’ 중국의 정치체제 구상
일시:

2019.10.8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8.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미중관계와 한국외교의 모색
발표논문제목:미중세력경쟁시대의 한국의 외교적 선택
일시:

2019.11.19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 국내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의 변화
세션제목:

중국 조선조의 사회분화와 정체성, -남중국해 영유권과 중일관계

일시:

2019.11.8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미중 경쟁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안보
발표논문제목:중미 경제전과 시진핑정부의 대응과 전망
일시:

2019.6.20

장소:

국방연구원 회의실

11. 강연
강연명:

고려대학교 국제처 주최 대중강좌

강연제목:

중미 세력경쟁과 중국의 대응?

일시:

2019.7.11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214호

12. 강연
강연명:

파리극동연구원(EFEO) 주최 강연

강연제목:

South Korea's Perception and Policy on China in the Age of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Chinese Experts in Korea

일시:

2019.10.21

장소:

파리극동연구원(Paris, France)

손기영
1.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Duelling Spatial Realities? China and Japan Redefining Spatial Order in (East) Asia
발표논문제목:The Triangle of Respect and Disrespect: Multiple Hegemonies, Amelioration of Sino-Japanese Relations and South
Korea’s Strategic Dilemmas
일시:

2019.10.11

장소:

베를린자유대학

2.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중-미 세력 경쟁과 한반도
발표논문제목:질서전쟁의 서막: 일대일로 및 인태전략에 대한 한국의 미래전략
일시:

2019.11.15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114호

윤인진
1. 국제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한국사회 혐오차별 현실과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발표논문제목:한국의 이주민 혐오차별 실태
일시:

2019.10.1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한국이민법학회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제목:재외동포 국내활동의 쟁점
일시:

2019.10.25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모의법정

3.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제목: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재외동포 인식간의 관계
일시:

2019.12.20

장소:

고려대학교

4.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한국이민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제목:재외동포의 국내활동과 지원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인식
일시:

2019.12.27

장소:

동국대학교

5. 강연
강연제목: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진화 : 다문화 민속박물관과 쌍방형 이민사박물관의 구상

일시:

2019.7.15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6. 강연
강연명:

제7차 아리랑포럼

강연제목: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아리랑의 진화와 세계화

일시:

2019.10.6

장소:

아리랑박물관

7. 강연
강연명:

Asian Migration 2019 Annual Conference of the Center for Global Asia

강연제목:

International Migration and Migrant Integration in Korea: Their Relevance to Japan and Chinese Taipei

일시:

2019.8.26.-28

장소:

Center for Global Asia, NYU Shanghai

8.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한반도 세계시민성 담론’ 연구 중간발표회

토론논문제목:한반도 세계시민성의 성찰 - 철학 분야
일시:

2019.10.7

장소: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중회의실

9. 국내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2019년 제5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포럼
세션제목:

경기도 중도입국청소년 가족적응 지원방안

일시:

2019.7.17

장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중강의실

10. 국내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2019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세션제목:

신진학자 학술회의: 한반도의 새로운 상상력을 찾다

일시:

2019.10.11

장소: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

11. 국내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한국 이민정책의 미래를 고민하다: 글로벌 관점의 모색과 지역 실천의 과제

세션제목:

지역사회 이민현황과 연구과제

일시:

2019.11.22

장소: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 3층 한양 1&2 회의장

남성욱
1. 국내학술회의 좌장
학술회의명: 북한의 핵개발 전략과 대미 협상 전망
일시:

2019.11.22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지하1층 국제회의실

>> ARI in Mass Media
• 송규진_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수상, 2019.11.29
• 송규진_ 2019년 세종 우수도서 선정(『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12), 2019.11
• 이정남_ 중미간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사회과학원포럼, 2019.9.18.
• 이정남_ 2020년도 한반도 외교·안보 정세 전망, 한중저널, Vol. 2, 2019 Winter
• 이정남_ ’一带一路’与韩国-东亚国家与地区看’一带一路’系列之二, 中国评论, 2019.10
• 손기영_ RCEP free trade pact and birth of 'Atoll Asia‘, Korea Times, 2019.12.4.
• 남성욱_ [시론], 北인권도 당당히 다뤄야 변화 이끈다, 문화일보, 2019.11.15.
• 남성욱_ [시론], 한국과 세계축구팬 농락한 평양 행패, 문화일보, 2019.10.16
• 남성욱_ [시론], 풍전등화 위험 커진 대한민국 안보, 문화일보, 2019.9.11
• 남성욱_ [시론], 北 협박으로 9·19 합의 死文化됐다, 문화일보, 2019.8.7
• 남성욱_ [오늘의시선] 북·미 결탁으로 무너지는 한·미동맹, 세계일보, 2019.8.14
• 남성욱_ [평양 리포트] 한국 대신 북한에 손 내미는 아베의 셈법은?, 월간중앙 2019년 11월호
• 남성욱_ [평양 리포트] 수교 70주년 맞아 ‘병견전행(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으로 나간다)’ 밀착된 北·中, 월간중앙 2019년 10월호
• 남성욱_ [평양 리포트] 북한 헌법 개정으로 본 김정은의 야심, 월간중앙 2019년 9월호
• 남성욱_ [평양 리포트] 트럼프와 김정은, 비핵화 게임의 종착지는?, 월간중앙 2019년 8월호
* 기사내용은 <홈페이지_연구소 소개_언론에서 본 아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