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5개년 세부 사업 계획

글로벌지역연구기구

한국학연구센터

（2014.9〜2019.8）

제1차년도ㅤ［2014.9～2015.8］

② 재일코리안연구의 조직화
교류 통로를 창출

＜한국학 역사연구의 육성 및 발전＞
① 근현대사연구에 관한 대학원생·박사후 연구원을 위한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② 근현대사 연구에 관한 사료조사 현지연수, 워크숍 개최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교수, 부센터장
■ 사업단

게이오선
요요기우에하라

오고시 나오키,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교수
쓰키아시 다쓰히코,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교수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교수, 센터장
아리타 신,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교수
미쓰이 다카시,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준교수

고마바 리서치 캠퍼스
도다이마에

제2차년도ㅤ［2015.9～2016.8］

■ 사업단장

히가시키타자와

③ 개소기념 심포지엄 개최-교내외 한국학연구자와 학생과의

（2014.9〜2019.8）

메이다이마에

＜한국학연구소로의 발전적 개편과 일본의 한국학연구의 현주소 점검＞
① 현대한국연구센터 고마바지소를 한국학연구소로 발전적으로 개편

도쿄대학 고마바 캠퍼스 교통안내

도쿄대학「해외한국학중핵대학사업단」

■ 보좌

나가사와 유코,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특임강사

③ 재일코리안 연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한국정치・국제정치 연구에 관한 연구회 개최
제3차년도ㅤ［2016.9～2017.8］

＜사회과학에서 한국학 연구교육의 육성 및 발전＞
① 사회과학적 방법론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학연구센터 교원
（2019.9〜）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교수, 센터장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교수, 부센터장
나가사와 유코,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특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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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P

도쿄대학 고마바 캠퍼스ㅤ9호관

② 사회과학적인 한국학연구에 관한 대학원생 및 박사후 연구원

⇧

⇧

9호관

워크숍 개최
③ 재일코리안 연구에서 역사학 연구와 사회과학적 연구의 융합

18호관

④ 사회과학적 한국학연구에 관한 연구회 개최

5호관

제4차년도ㅤ［2017.9～2018.8］

7호관

8호관

＜일본의 글로벌 지역연구 속에서의 한국학연구의 위상 확립＞
① 도쿄대학 글로벌지역연구기구와의 협력과 지역연구에 관한

11호관

5호관

101호관

종합교육프로그램의 실시 (한국학연구의 위상 확립)
② 대학원생 및 박사후 연구원 대상 지역연구자 간의 상호교류
워크숍 개최
③ 횡단적인 지역연구에 관한 신진학자 연구회 개최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for Advanced Global Studies
The University of Tokyo
3-8-1 Komaba, Meguro-ku, Tokyo 153-8902, JAPAN
TEL & FAX: 81-3-5454-6264, 5454-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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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년도ㅤ［2018.9～2019.8］

＜일본의 한국학연구와 일본사회 속의 한국＞
① 한국학연구에 관한 5년간 교육사업 총괄
② 일본사회에 대한 한국학연구의 임팩트 검증
③ 한국학연구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외부평가

바이린문
⇦

⇨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for Advanced Global Studies
The University of Tokyo
Room 314A / 314B, No.9 Bldg, 3-8-1 Komaba ,
Meguro-ku, Tokyo 153-8902, JAPAN
TEL & FAX: 81-3-5454-6264, 5454-6325

지금까지의 주요 사업

제1차년도ㅤ［2014.9～2015.8］
■도쿄대학 한국학연구자육성사업 학술성과출판조성（2014.10）
■대학원생 연구 조성（2014.10）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글로벌지역연구기구
ㅤ아시아지역연구센터 내에 한국학연구부문 신설（2015.4.1）
■옴니버스강의（학부•대학원 합동 과목）
（2015.4.7）
ㅤ「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을 맞이한 한일 관계―역사, 현재, 미래」
■특별강의（인하대학교 김웅희 교수님）
ㅤ「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다」
（2015.4.7）
■집중강의（고베대학 대학원 오니시 유타카 교수님）
（2015.7）
ㅤ「한국 연구를 사회과학적인 방법에 의거해서 하기
ㅤ위해서는 어떠한 사고방법이나 기능을 습득해야 하는가」
■한국학연구부문 개소 기념 심포지엄（2015.7.12）
ㅤ「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일본의 한국 연구」
ㅤ (외무성 「한일 국교정상화50주년 기념 사업」인정 프로그램)
■한국학연구부문 제1회 재일코리안 연구회「한국학으로서의
ㅤ재일코리안 연구―경제에 있어서 『본국』과의 관계」
ㅤ（2015.8.6）
■제1회 한국학 합숙 워크숍 개최
（도치기현 나스）
（2015.8.24-25）
제2차년도ㅤ［2015.9～2016.8］
①한국학 수업 실시
a. 2016년도 여름 학기:「다원지역협력론Ⅱ(학부·대학원)」
ㅤ(강의 담당: 교수 기미야 다다시, 신진연구자에 의한 릴레이 수업)
b. 2015년도 겨울 학기:「전문한국조선어Ⅱ」(학부·대학원)
ㅤ (특임강사 나가사와 유코)
c. 2016년도 여름학기:「한국조선서 원전연습」(학부·대학원)
ㅤ(특임강사 나가사와 유코)
d.2016년도 여름학기:「현대북한의 이해」(학부·대학원)
ㅤ(강사 박정진 쓰다주쿠 대학 준교수)
e. 2016년도 여름학기:「일한역사인식문제」(학부·대학원)
ㅤ(강사 기무라 간 고베대학 대학원 교수)
②심포지엄
a. 2016년 7월 31일 일한국제심포지엄
「정부간 합의 이후 위안부
ㅤ문제」(코마바Ⅰ캠퍼스 교양학부 21KOMCEE-West Lecture
ㅤHall)
③연구회·워크숍 등
a.연구회
1) 2016년 1월 25일 KINU-도쿄대학 한국학연구부문 연구회
ㅤ
「일본의 북한 및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현황」
ㅤ(코마바Ⅰ캠퍼스 교양학부 대학원·종합문화연구과)
2) 2016년 5월 28일 제 2회 재일 코리안 연구회「동아시아 및
ㅤ세계 속의 재일 코리안- 현재와 미래」(코마바Ⅰ캠퍼스 교양
ㅤ학부 대학원·종합문화연구과)

3) 2016년 7월 17일 EAI-도쿄대학 한국한연구부문「한국현대
ㅤ사연구회」(코마바Ⅰ캠퍼스 교양학부 대학원·종합문화연구과)
b.워크숍
1)2016년 2월 21일~24일
「한국학 자료연구를 위한 학생·포스
ㅤ닥 워크숍 in Seoul」
장소：대한민국 서울특별시
ㅤ(방문：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외교사료관)
c.상영회·토크 이벤트
1)2015년 11월 4일
「기록영화
『태양을 바라다(太陽が欲しい)』
」
ㅤ반충의
（班忠義）
감독
④조성금 지급
a.2015년 9월~2016년 8월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중핵
ㅤ대학육성사업 연구장학생」
（석사·박사과정）
b.2015년 9월~2016년 8월
「한국학중앙연구원·해외한국학중핵
ㅤ대학육성사업 도쿄대학 한국학 연구자 육성사업 학술성과 간행
ㅤ조성 제도」
（도쿄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제3차년도ㅤ［2016.9~2017.8］
①한국학 수업 실시
a.2016년도 겨울 학기·2017년도 여름 학기：
「전문한국조선어
（학부）
」
「한국조선어원전연습
（대학원）
」(특임강사 나가사와 유코)
b.2017년도 여름 학기：
「현대북한의 이해
（학부·대학원）
」
(강사 박정진 쓰다주쿠대학 준교수)
c.2017년도 여름 학기：
「현대한국연구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학부·대학원）
」
（강사 아사바 유키 니가타현립대 교수）
②심포지엄
a.2017년7월9일
「식민지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문학의 가능성과 기억의 형성을 둘러싸고」
（고마바Ⅰ캠퍼스 교양학부 18호관 홀）
③연구회
a.2016년9월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전략과 시민
생활의 변화」
（유학수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b.2016년10월3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는 한일
역사 갈등을 끝낼 수 있을까?」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
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c.2016년12월6일
「합평회－와다 하루키 저
『아시아여성기금과
위안부문제－회상과 검증』
」
d.2017년2월20일
「Korean Presidential System:Challenges andㅤ
Alternatives」
（정진민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게이오
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e.2017년3월30일
「1970년대 이후 재일코리안 인권획득투쟁,
한일연대운동: 효고 ( 兵庫 ) 에서의 운동 체험으로부터」
（히다 유이치 공익재단법인 고베학생청년센터 관장/상무이사）
f.2017년5월12일
「국민적인, 너무나도 국민적인 요즘의 한일미
디어」
（김중배 연합뉴스 기자/도쿄대학교대학원 종합문화연
구과 객원연구원）
g.2017년7월30일
「한반도의 냉전사연구의ㅤ새로운 전개를 둘러
싸고：특히1970년대를 중심으로」
④기타 (조성금지급)
a. 2016년9월～ 2017년8월
「한국학중앙연구원·해외한국학중핵
대학육성사업연구장학생」
（석사·박사과정）
b. 2016년9월～ 2017년8월
「한국학중앙연구원·해외한국학중핵

대학육성사업도쿄 대학한국학연구자육성사업학술성과간행조
제도」(도쿄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제4차년도ㅤ［2017.9~2018.8］
① 한국학 수업 실시
a. 2017년도 겨울 학기·2018년도 여름 학기：「한국조선서원
전연습（학부·대학원）」
（특임강사 나가사와 유코）
b. 2018년도 여름 학기：「한국조선정치경제론전문연습（학부·
대학원）」（강사 박정진 쓰다주쿠 대학 준교수）
c. 2018년도 여름 학기：「한국조선사회문화론전문연습（학부·
대학원）」（강사 이지치 노리코ㅤ오사카시립대학 교수）
② 심포지엄
a. 2017년11월4일 긴급심포지엄
「북미핵위기와 일본 ―평화적
해결을 찾아서―」
（고마바I캠퍼스18호관 홀）
b. 2018년5월18일ㅤ국제심포지엄
「긴장과 대화 ―동아시아의
행방―」(고마바I캠퍼스18호관 홀)

③강연회・연구회 등

a)강연회
1) 2018년2월10일ㅤ하하키기호세이 강연회
「저서
『해협』
을 말하
다」
（고마바I캠퍼스18호관 홀）
2)2018년2월21일ㅤYem Natalya 강연회(카자흐국립대학동양
학부극동학과장)「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의 역사와
현상」(고마바I캠퍼스18호관4층 콜라보레이션 룸3)
3)2018년7월5일ㅤ최장집(고려대학교명예교수)강연회
「전환기의
비젼 -남북한공존 하에서의 한국정치의 재구성」(고마바Ⅰ캠
퍼스18호관4층 콜라보레이션 룸1)
4) 2018년7월10일 진창수(세종연구소일본연구센터장)강연회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한일관계」(고마바I캠퍼스18호관4층
콜라보레이션 룸1)
b) 연구회
1)2018년1월29일「조성금채택자회의」(고마바I캠퍼스14호관
6층605호실)
2)2018년5월15일ㅤ유학수(일본학술진흥회특별연구원PD)연구회
「북한 공업구조의 공간경제학적 파악:기업 수준 데이터를 사
용한 실증분석」(고마바Ⅰ캠퍼스18호관4층 콜라보레이션 룸1)
3)2018년7월31일
「일본에서 본 독일통일과 한반도의 미래」
(고마바I캠퍼스18호관4층 콜라보레이션 룸3)

④기타

a. 2017년9월~2018년8월
「한국학중앙연구원·해외한국학중핵
대학육성사업연구장학생」(석사·박사과정)
b. 2017년9월~2018년8월
「한국학중앙연구원·해외한국학중핵
대학육성사업도쿄대학한국학연구자육성사업학술성과간행조성제
도」(도쿄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제5차년도ㅤ［2018.9～2019.8］
① 한국학 수업 실시
a.2018년도 여름 학기：「특수연구연습(학부·대학원)」
(강의 담당：교수 기미야 다다시, 문화재전문가에 의한
릴레이 수업)

b.2018년도 겨울 학기·2019년도 여름 학기：「전문한국조
선어（학부·대학원）」（특임강사 나가사와 유코）
c.2019년도 여름 학기：「아시아태평양지역문화연습（학부·
대학원）」（강의 담당：교수 도노무라 마사루, 재외코리안
전문가에 의한 릴레이 수업）
d.2019년도 여름 학기「한국조선사회문화론전문연습(학부·
대학원)」
(강의 담당：특임강사 나가사와 유코,문화재전문가에
의한 릴레이 수업)
e.2019년도 여름 학기：「지역문화특수연구（학부·대학원）」
（강사 야마시타 영애 분쿄대학교수）
② 심포지엄
a. 2018년10월21일 국제심포지엄 「한일공동선언20주년―
문화재로 잇는 한일의 미래」（고마바I캠퍼스 18호관 홀 ）
③강연회·연구회 등
a)강연회
1)2019년2월13일 이양수(한국KBS 일본측 코디네이터)강
연회「한일의 문화재문제란?」（고마바I캠퍼스 18호관 1층
미디어라보2）
2)2019년7월10일ㅤ박철희(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강
연회 「한일의 홈을 채울 수 있는가」(고마바Ⅰ캠퍼스 18
호관 4층 콜라보레이션 룸1)
3)2019년7월20일 이원덕(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강연회
「위기의 한일/일한관계-긴급진단과 금후의 전망」(고마바
Ⅰ캠퍼스 21KOMCEE EAST ２층 211교실)
b)연구회
1)2019년1월22일 「조성금채택자회의」(고마바Ⅰ캠퍼스18
호관 4층 콜라보레이션 룸2)
2)2019년2월15일 「도쿄대학교 KF냉전사 연구 프로젝트연
구회」(고마바Ⅰ캠퍼스18호관4층콜라보레이션 룸1)
3)2019년3월22일 「문화재를 말하다」(고마바I캠퍼스 10호
관 3층 301호실)
4)2019년5월25일 「위기의 일본의 한국교육과 연구의 역할」
(고마바Ⅰ캠퍼스 18호관 4층 콜라보레이션 룸1)
5)2019년6월15일 「냉전연구회」(고마바Ⅰ캠퍼스 18호관
4층 콜라보레이션 룸3)
6)2019년6월19일 「도쿄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 연구조성금
채택자연구회」(고마바Ⅰ캠퍼스 18호관 4층 콜라보레이션
룸1)
7)2019년6월19일 「방북 보고회(일본인 유골 수집, 문화재
반환문제)」(고마바Ⅰ캠퍼스 18호관 4층 콜라보레이션 룸1)
④기타
a. 2018년9월～2019년8월「한국학중앙연구원·해외한국학
중핵대학육성사업연구장학생」(석사·박사과정)
b. 2018년9월～2019년8월「한국학중앙연구원·해외한국학
중핵대학육성사업도쿄대학한국학연구자육성사업학술성과
간행조성제도」(도쿄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