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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후쿠오카 포럼 제5회 부산회의」
개최
- 부산-후쿠오카간 지역협력의 구체화를 위하여：공동협력 메커니즘 구축의 가능성9월 4일(토), 5일(일) 양일간에 걸쳐서 동서대학

대 촉진」
이 행해져서, 김인세 부산대 총장과 아리카

교 일본연구센터와 큐슈대학 한국연구센터가 공동

와 세츠오(有川節夫) 큐슈대 총장이 각각 대학에 있

으로 주관하는「부산-후쿠오카 포럼 제5회 부산회

어 한일대학연대를 비롯한 국제간 협력 계획을 소

의」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하였다. 또 본 포럼의 제언에 의해서 설립된「부

개최되었다. 2006년 창립이후, 동 포럼에서는「부

산-후쿠오카 소재 대학간 컨소시움」
에 대한 구체적

산-후쿠오카 공동체」
구축이란 목적을 위해서 양 지

인 제안이 있었으며 이런것을 통한 양 지역의 인적,

역간 협력에 관한 많은 제언을 해왔다. 이번 회의

문화적인 긴밀한 연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에서는「부산-후쿠오카간 지역협력의 구체화를 위

는 점을 확인하였다. 토론에서는 포럼 멤버 이외에

해서: 공동협력 메커니즘 구축의 가능성」
을 전체

참관인으로서 양 도시에서부터 경제, 의료, 교육분

테마로 하였다. 한국측 회장인 김종열 부산일보 사장, 일본측 회장인 이시하라 스스무

야 관계자 등도 참가하여 진솔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또 요시다 히로시(吉田宏) 후쿠오

(石原進) JR큐슈 회장을 비롯한 양 도시의 오피니언 리더 22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카시장, 허남식 부산시장이 양일간 참가하여 5일(일)에는 양 시장에 의한 공동간담회가

전개하였다.
4일(토) 회의에서는 먼저 개회식에 이어서 이번 회의에 새로 참가한 멤버 소개가 있

열렸다. 회의 마지막에「제5회 부산회의 의장총괄」
을 발표하면서 포럼은 성공적으로 막
을 내렸다. 포럼의 제6회 회의는 2011년 가을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간사를 맡은 장제국 동서대학교 부총장의 사무국 보고에서는
2009년도 후쿠오카 회의에서는 의장총괄로 정리된 제언들의 진척상황 등에 대한 확인
이 있었다. 다음으로 공로명 전한국외교통상부장관의 특별강연, 그리고 분과별 발표가
이어졌다.

【제5회 부산회의 의장총괄】
1.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온 부산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
실현을 위한 분위기 형성에 더하여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

「한일관계에 있어 지역간 협력의 의미」
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공로명 전장관은 앞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와 후쿠오카시가 설립한 경제협력협의회가 내건 4대 기본

으로의 지역차원의 교류에 대해서「중앙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단순한 교류에서부

방향, 9개 전략, 23개 세부추진사업이 착실하고 구체·효과적으로 추진되기를

터 복합적인 이해에 관련된 협력관계로 발전해야한다」
고 하고,「그런 의미에서 본 포럼

기대 한다.

이 초국경광역경제권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

2. 올해 11월 KTX 전선 개통, 내년 3월 큐슈 신칸선의 개통을 계기로 부산과 후쿠

한 의미를 가진다」
고 논하였다. 그리고 9세기때 지가쿠(慈覚)대사 엔닌(円仁)과 신라인

오카의 거점성을 고양하고, 한일 양국의 교류와 관광권이 확대되고 양 지역 연

과의 교류에 관한 예를 들면서,「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산-후쿠오카 양 지역간

계에 의한 지역외로부터의 유치를 기대한다.

교류와 협력이 한일간 국경을 극복하고,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에
있어 공동체 구축을 이끌어 갈 것을 바란다」
고 하며 본 포럼에 대한 기대를 논하였다.

3. 부산시와 후쿠오카시가 계획중에 있는「부산·후쿠오카 건강 증진 사업」
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여, 양국 시민의 건강한 Life style 실현을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이어진 제1분과「큐슈 신칸선・KTX 전선 개통과 새로운 성장전략」
에서는 이언오 부

사업을 계기로 의료면에서의 상호이해를 한층 드높여 가까운 미래에는 부산 후

산발전연구원 원장과 이시하라 스스무 JR큐슈 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는 큐슈 신

쿠오카가 의료관광 등에 있어서 보다 긴밀한 상호협력체제와 상호간의 고도 의

칸선과 KTX의 전선 개통을 비롯한 양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의 현황이 소개되었다. 그
리고 한일해저터널, 신공항 건설 등에 의한 국경을 초월한 양 지역의 통합교통망 구축이
부산-후쿠오카 광역경제권에 가져올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4. 앞으로 펼쳐질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부산-후
쿠오카 소재 대학간/학생간 교류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

또 제2분과「부산・후쿠오카 의료교류」
에서는 정근 부산시의사회 회장과 에가시라

해 2008년 9월 성립된 <대학간 컨소시움>, 그리고 부산대/큐슈대를 비롯한 지

케이스케(江頭啓介) 후쿠오카시의사회 회장이 각각 발표를 하여, 양 지역에 있어 의료

역내 각 대학이 실시중인 국제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노력을 지지한다. 부산-후

인프라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그후 부산측에서는 부산시가 시도하

쿠오카 대학간 컨소시움과 관민 각종조직과 유기적인 연계를 해 양시의 인턴십

고 있는 의료관광육성전략이 소개되었고 후쿠오카측으로부터는 양 지역에서 고도 의료

과 실습을 받아들이는 기업을 개척한다.

를 서로 제공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대학 의학부간의 연구교류, 건강만들기를 위한 교류
사업 등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다음날인 5일(일)회의에서는 제3분과「한일대학간 연

5.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하여 한일중 공동연구기금의 조기설립과 양국의 지방에서
의 대학 교류의 촉진을 기대한다.

일본연구센터 한일 교류 프로그램
「큐슈・신칸선・KTX 전선
제1분과：
개통과 새로운 성장전략」
이언오 (부산측, 부산발전연구원원장)
부산에서는 KTX 전선 개통, 부산-거제간 연
결도로 개통 등 부산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서,
남부권 중심 도시기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부산-후쿠오카 초국경 경제권을 형성해가기 위
해서는 이것을 더욱 동아시아 통합교통망 구축
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즉 부산 신공항의 부

새로운 관광루트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강화

양정부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 고속철도

되고 있다. 한편 비지니즈면에서는 상품시설의

전선 개통에 의한 시간단축효과를 증가시키기

계속적 개업, 신칸선역 주변지역의 호텔 개업이

위해서는 CIQ(세금・출입국관리・검역) 등의

나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관

외에 지역에 따라서 거리살리기 운동, 대학이나

광코스나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공동전자화폐

의료기관 건설 등 전반적인 지역활성화와 연결시

의 발행 등 인재교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프

키고 있다. 양 지역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로젝트를 추진해가지 않으면 안된다.

는 부산-후쿠오카간의 교류촉진, 양 지역 연계에

이시하라 스스무(石原進)
(후쿠오카측 대표, JR큐슈 회장)

의한 지역외로부터의 유치, 유객이라는 두 가지
시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관광 인프라의
정비, 매력적인 관광지 형성 등 인바운드 강화를

산-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 중심 공항으로서의

2010년말 큐슈 신칸선 전선 개통이 부산-후쿠

공동개발, 한일 해저터널의 건설에 의한 KTX

오카 양 지역에 가져올 영향으로서 시간단축효과

와 신칸선의 연결 등, 통합교통망 구축을 향한

에 의한 교류・관광권의 확대, 이동수단 증가에

양도시의 협력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의한 이동성의 고조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전

부산-후쿠오카 초국경 경제권 형성을 위한 실

선 개통을 향한 큐슈내의 움직임으로서 우선 관

천과제로서는 우선 동 경제권이 한일교류・협

광면에서는 국내나 아시아지역을 향한 정보발신,

제2분과：
「『부산·후쿠오카간』
의료교류」

성전략을 세우고 있다. 즉 제1단계로 예방의학

면의 정비에 더하여「건강일본21 후쿠오카시 계

(건강검진 등)과 Wellness(미용, 성형 등), 장기

획」
하에서 시민의 종합적인 건강만들기를 추진하

휴양, 레저에 중점을 둔 단계적 추진전략이다.

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바탕으로 이하의 제안을

정근 (부산시 의사회회장)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는 의료기관의 무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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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모델이며,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증가, 수도권의 대형병원과 지역병원간의 양극

어있다.

며, 경제활성화의 관점만이 아니라 양시가 서로
고도의료를 제공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

(후쿠오카시 의사회회장)

가지고 있다. 또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부산시와 후쿠오카시의 의료교류를 생각할 때,

서, 아시아의 국제교통의 요지이면서도 의료관

상호의료자원의 확인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

광 허브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서면 메디컬 거

다. 후쿠오카시는 인구당 의사・병원수, 각 의료

리(약 160개 의료기관이 집결), 해운대의 동남

기관간 진료연대체제 등을 보아도 의료・개호 인

권 원자력병원이나 백병원(1,004개 병상)등을

프라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

가지고 있는 부산시는 다음과 같은 의료관광육

다. 또 고도선진 의료시설, 소아전문병원 등 하드
드의 설립이나 공동학생기숙사의 건설이란 현
실적인 사업의 추진, 셋째, 구체적인 제안을 논
의하는 전문가 팀의 구성이다. 한일 지역간 협

인「캠퍼스 아시아」
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다음
과 같은 점을 느꼈다. 즉 국제간 협력 프로그램

력에는 경제적인 윈-윈 관계에 뒤지지 않는 사
람과 문화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대학간
컨소시움은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양
지역이 세계의 고등교육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
뚝 서는 날을 기대한다.

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

아리카와 세츠오(有川節夫)

동발전을 생각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지 않

(큐슈대학 총장)

으면 안되며 또 충분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이

큐슈대가 한국과의 사이에서 행하고 있는 주
요 학술교류에는 서울대와의 도서관간 교류(세
미나 개최, 직원파견, 출판물 교환 등), 차세대
인터넷기술개발 연구자 교류(큐슈대가 일본측
거점대학으로 전국 24개 협력대가 참가)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부산-후쿠오카 소재 대학
간 컨소시움」
에는 이하의 점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서로의 틀 속에서의 개별적인 교류의 활
성화, 둘째, 공동연구, 공동강의를 지원하는 펀

일본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다. 우선 의료관광(medical tourism)에 대해서

지방도시이면서도 매우 충실한 의료 인프라를

일 3국이 추진하는 동아시아판 에라스무스제도

에 의한「후쿠오카・아시아국제전략특구」
구상을

는 의료의 진척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대 전제이

에가시라 케이스케(江頭啓介)

부산대와 큐슈대간의 공동교과목 운영, 한중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쿠오카에서는 산학연계

구원, 국내외 의학연구센터 등의 유치가 예정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부산시는

김인세 (부산대학교 총장)

후쿠오카 투자지원회 등 협력사업을 착실하게 실

중장기적인 인프라 정비로서는 국립노화종합연

화,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환자의 부담증가 등의

제3분과：
「한일대학간 연대의 촉진」

위한 상호협력, 또 공동 관광객유치사업, 부산-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간 교류로서 큐슈
대는「아시아원격의료개발센터」
를 개설하여 아시
아 각국과 원격의료교육・기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큐슈대와 부산대간의 원격교류에 더하여
연구자간의 일상적인 교류를 추진해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양시가 서로 노하우를 활
용하면서 공동으로 건강만들기 구성을 하는「부
산-후쿠오카 건강만들기 교류사업」
을 제안한다.

있다. 또 부산대와의 사이에서는 공동과목의 개
설, 한일해협권 대학(College)의 신설, 사회
과・종합학습 부교재인『좀 더 알고 싶은 후쿠
오카・부산(もっと知りたい福岡・釜山)』
의공
동제작 등 새로운 기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큐슈대는 문부과학성이 추진하
는 국제화거점 정비사업인「글로벌 30」
의 거점
대로 선정되어 전체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전
략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 사무소의 신설, 영어
코스나 동아시아환경 전략가 육성 프로그램의
개설, 인턴십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등을 통해
서 금후 10년간 유학생 수를 3배로 증가할 계
획이다. 마지막으로 양정부에 대해서 한중일 공
동연구기금의 조기 설립과 후쿠오카・아시아
국제전략특구의 조기 채택을 기대한다.

한일 칼럼

2011년에는 일본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전홍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는 요즘‘러일전쟁’
에 빠져있다. 퇴직한 원

기간동안 일본이‘한일의정서’
(1904.2.23)와‘제

서 포츠머스 조약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일

로 교수님으로부터‘세계외교사’
라는 과목을 물

1차 한일협약’
(1904.8.22) 등으로 조선에 대한

본과 별도로 비밀 협의과정을 가진 것은 바로

려받아서 가르친 지 올해로 약 6년이 된다. 이

압박을 재촉한 것은 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이러한 친일 감정이 낳은 결과였다.

과정에서 필자는 외교사라는 새로운 학문 세계

가기 위함이었다. 전쟁을 마무리한‘포츠머스 강

러시아가 극동에서 일본에 참패한 전쟁 결과

에 점차 빨려 들어갔다. 대학원 과정 이후 줄곧

화조약’
(1905.9)으로 일본은 조선 지배를 국제

는 유럽 내 세력균형 판도도 완전히 바꾸어 놓

러시아 정치와 외교정치‘현안’
을 전공분야로

적으로 공인받았다. 이렇게 보면 조선은‘러일전

았다. 무엇보다도 러시아-프랑스 동맹체제 사이

다루어 온 나에게 역사는 단지 교양 독서 세계

쟁’
으로 그 명운(命運)이 결정되었다고도 할 수

에서 운신할 여유를 갖지 못했던 독일에게 러시

였다. 그러나 가르치는 과목 중 하나가 되면서

있다. 그만큼‘러일전쟁’
은 세계외교사이자 우리

아가 참패한 결과는 전략적 해방을 의미했다. 러

새로운 비중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외교사를 읽

역사인 셈이다.

시아 군사력이 애초에 과대평가되었음이 노출되

고, 정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마다 되풀이 하

러일전쟁은 국제정치 심장부로 곧장 연결된

었고 패전으로 기강마저 붕괴한 것을 확인하고

면서 점차 내 관심은 정치와 외교 중‘현안’
보다

다.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일본은 세계 최강 대영

독일은 팽창을 위한 군사 전략을 대폭 수정하였

는 지나간‘역사’
로 바뀌어갔다.

제국과 동맹조약을 체결하는 외교 혁명을 이루

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킨

그 가운데‘러일전쟁’
은 한 겹씩 벗길 때마다

었다(1902). 영일동맹이 세계외교사에 혁명이었

새로운 속살을 보여주는 속 깊은 매력을 가진

던 이유는 그것이“영광스러운 고립”
(glorious

이처럼 세계외교사에 연구 관심을 빼앗긴 나

‘역사’
로 나에게 다가왔다. 러일전쟁은 표면적으

isolation)을 외교정책 지침으로 삼았던 대영제

에게 러일전쟁은 파면 팔수록 새로운 광맥을 보

로는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가 극동에서 충돌한

국이 역사상 처음 외국과 수립한 동맹관계기 때

여주고 있다. 현재 한일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긴

사건이다. 그러나 한 겹만 벗기면 거기에는 금방

문이다. 그 파트너가 당시 구미 열강이 아니라

장 요인으로 작용한‘독도’
(獨島) 문제도 일본이

조선이 나타난다. 사실 러일전쟁은 모든 전투가

극동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였던 것이 그 파격성

러일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격 등장한다.

조선과 중국이라는 제3국 영토와 영해에서 벌어

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러일전쟁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을 단일 광산으

“쉴리펜 계획”
(Schlieffen Plan)을 낳았다.

진 특이한 전쟁이었다. 전운(戰雲)이 한반도 주

영일동맹 체결에 이어서 일본은 미국에서도

로 보인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쉬운 점은 내가

변에 짙게 몰리자 대한제국은 국외중립(局外中

치밀한 외교 작업을 펼쳤다. 그것은 미국 내 여

일본어를 읽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하

立)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조선을 피해가

론주도층 사이에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을

여 2011년을 안식년으로 보내게 된 나는 일본어

지 않았다. 일본은 1904년 2월 차가운 겨울 인

심는 일종의 문화 외교였다. 이를 위해『무사도

습득을 우선 도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뿐만

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에 대한 공격으로 전

(武士道)』등 일본 문화에 내재된 미덕을 부각한

아니라 최대한 일본을 자주 방문하기로 했다. 이

쟁을 열었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늘 그랬듯

책들을 번역하여 미국 식자층에 전파하였다. 나

런 점에서 2011년은 내가 일본과 가까워지는 해

이, 이번에도 선전포고 없는 기습 공격이었다.

중에 T.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책들을 접하고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1905년 5월 대한해협에서 발틱함대를

일본에 호감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백악관에

침몰시킴으로써 사실상 전쟁 승패를 갈랐다. 이

서 유도까지 배웠다. 공식적으로는 중립 입장에

3

일본연구센터 학술 프로그램

현대일본학회, 부산일본연구포럼과 공동으로 학술회의 개최
-지역의 시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

4

8월 20일(금) 동서대학교

방도시인 부산과 후쿠오카는

민석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공통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현대일본학회・동서대 일본연

있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구센터・부산일본연구포럼이

「이명박 정부의『세계화에 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가

응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구

개최되어 서울 및 부산 경남

축』이란 정책에 대해서 부

지역의 일본연구자 약 50여명

산-후쿠오카 양 지역은 그

이 참가하였다. 이번 학술회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에서는「동아시아 공동체: 지

논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역에서의 발신」이란 테마로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중앙과는 다른 지역의 시점에

형성을 위한 양도시의 노력

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을 소개한 후,「강한 정치적

다각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

리더십 하에서 각종 제언을

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현대일본학회와 부산일본연구포럼 간의

구체화해가면서 양 지역 시민 수준에서 공감을 형성해 갈 것, 또 중앙정부

공동 학술연구 및 교류활동의 실시, 학술연구에 있어서 상호협력 등이 포함

의 관심과 지원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가 금후의 과제」
라고 논하면서 발표

된 MOU체결식이 있었다. 체결식에서 부산일본연구포럼 대표인 장제국 동

를 마쳤다. 두 사람의 발표 후에 지정토론자와 참가자들의 종합토론이 있었

서대 부총장과 현대일본학회 회장인 최은봉 이화여대 교수는「서울과 부산

다. 거기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대한 한중일 각각의 입장과 해야

을 대표하는 일본연구자들의 연구교류에 의해서 일본 및 동아시아에 관한

할 역할, 동아시아 공동체가 추구해야할 구상과 EU와의 비교, 자유무역협

연구의 외연의 확대와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정이나 통화정책에서의 협조와 같은 한일간 구체적인 협력관계의 강화 등

진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김호섭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동아시아공동체 형

에 대해서 진지한 의론을 주고받았다. 3시간에 걸친 학술회의를 마친 후,

성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인 수준에서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동서대 주최의 만찬회가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친교를 두텁게 하고 금후의

김기석 강원대 교수가「동아시아공동체의 분수령 -비젼, 권력구조, 그리고

연구교류 등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미래-」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김기석 교수는「9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
된 동아시아지역협력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활력을 잃어버린 배경에는 비
젼의 충돌, 복합적 세력도와 리더십 문제, 기득권자와 신참자와의 경쟁 등이
있으며, 현재는 중층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는 해설을 하였다. 이어서
「동아시아지역 협력체제의 금후 전망으로서 다자적 다원주의, 다자주의적
분업체계, 체도적 다원주의 등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고
하고,「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다자주의적 협력체제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
존한다는 다자적 다원주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견해를 제
시하였다. 그리고「미국과 러시아의 동아시아수뇌회의(EAS)에의 가입 등 보
다 많은 국가가 동아시아 협력 틀에 편입되어있으나, 동아시아 협력은
APEC처럼 형식적인 길로 나갈 것인가 혹은 실질적인 공동체로 발전해 갈
것인가 라는 분기점에 서 있다」
고 논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이어서 장제국
동서대 부총장이「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과 한일협력」
이라는 주
제로 발표를 하였다. 장제국 부총장은 우선「한일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협력관계, 중앙의 독점에
의하지 않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한다」
고 논하였다. 이
어서「중국 해안지역도시의 급성장, 서울-도쿄의 집중현상, 인구유출 등 지

개회식
사회：김웅희(현대일본학회총무이사・인하대 교수)
환영사：장제국(부산일본연구포럼 대표・동서대 부총장)
개회사：최은봉(현대일본학회 회장・이화여대 교수)
현대일본학회-부산일본연구포럼간 MOU체결
라운드 테이블：
「동아시아 공동체：지역으로부터의 발신」
사회 ：김호섭(중앙대 교수)
발제1：
「동아시아공동체의 분수령-비전, 권력구조, 그리고 미래-」
김기석(강원대 교수)
발제2：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과 한일협력」
장제국(동서대 부총장)
토론 ：손기섭(부산외대 교수)
김준섭(국방대 교수)
나카야마 미츠테루(中山光輝)(일본대사관 참사관)

우치카도 히로시(内門博)(니시니혼신문 기자)
이명찬(동북아역사재단)

[한일차세대학술포럼 국제학술대회 참가자의 연구소개] 차세대연구

전지혜(역사)

신혜수(언어·문학)

부경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탑전공 박사과정
747girl@hanmail.net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현대소설전공 박사과정
araci001@hanmail.net

본 연구자는 한국의 석탑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의 출발은

본 연구는 中西伊之助의 ｢汝等の背後より｣(1923)에 대한 식민지 조선의

백제양식석탑의 건립연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석사과정에서는

두 가지 반응, 즉 김명순의 창작 ｢탄실이와 주영이｣(1924)와 이익상의 번

백제지역 중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석탑에 대해 그 양식적 특

역 ｢汝等의 背後로서｣(1924)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 두 지식인들이 각각

징을 살펴보았다. 현재는 연구 범위를 넓혀 다양한 양식이 등장하는 고려

어떠한 고민을 안고 분투했으며, 이후에 어떠한 동인을 품고 문단 활동을

석탑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전개해 나갔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中西伊之助의 이 소설에 대한

백제양식석탑은 옛 백제지역을 중심으로 미륵사지・정림사지 석탑을 모

,‘창작 대 번역’
,‘여성 대 남성’
,‘조선일보 대  매일
‘비판 대 수용’

방하여 고려시대에 복고적으로 건립된 석탑을 말한다. 즉, 백제 멸망 후

신보 ’
라는 다중적 대척점에 놓이는 김명순과 이익상의 두 연재소설들은

대략 250년간의 공백기를 거쳐서 고려시대에 재등장한 것이 바로 백제양

1924년 식민지 조선 문단의 내부 단면을 포착하게 한다. 또한 이 두 반응

식석탑인 셈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백제양식석탑의 건립연대를 고려시

양상은, 여성을 타자로 설정하려는 제도적 기획에 맞서 여성작가로서의

대로만 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양식적인

정체성을 끊임없이 탐색해 갔던 김명순과, 문학을 통한 사회주의 사상의

측면뿐 아니라 8세기 후반 이후 진행된 석탑 건립의 지방화현상, 그리고

실천 가능성을 타진해 가며 종국엔 KAPF 결성을 주도하기에 이르는 이

일본 最古의 석탑으로 알려진 이시도우지 석탑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익상의 문학적 행보를 예후하는 표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 작품 간의 길

결국 백제양식석탑의 건립연대에 대한 재고는 한국석탑 연구에 있어서 다

항과 교호 양상은 제국 지식인의 자기반성과 피식민 지식인들의 자기성찰

양한 시각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을 조망하는 거점이 되며, 1920년대 중반 한일 양국의 문단 지형도를 입
체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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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다 마사유키(경제・경영)

츠치야 유우코(역사)

호세대학 대학원
경영학연구과 석사과정
michishi0222@hotmail.com

츄오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동양사학전공 박사과정
ttuchy_nande@hotmail.com

저는 기원 경영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원 경

저는 동아시아 지역의 의료제도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

영자의 자전수필적인 선행연구는 있지만, 비즈니스로서의 연구는 적은 것

역에는 중의학(中医学)과 그 계통인 한방(韓方), 화방(和方(漢方)), 베트남

이 현상입니다. 이것은 기원을 비즈니스가 아닌 취미의 연장선으로 여겨

의학 등의 전통동양의학이 있습니다. 이 전통동양의학은 동아시아 지역의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영을 진

근대화 이후, 서양의학에 비교해서 과학적 실증성이 결여되어 쇠퇴하였지

지하게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연구 후에는 기원 비즈니스의 부흥 가

만, 최근에는 전통의학이 가진 방약(方藥)의 이점이 재평가되면서 동양의

능성도 있기에 연구의 의의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대국

학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対局)이 보급되면서 기원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고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
니다. 넷 대국은 기원의 대체가 되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보완관계가 성립
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의 결론은 넷 대국의 침투는

의료제도에는 의육(医育)과 의사(医事)라는 두개의 행정 목적이 있습니

다. 의육(医育)은 의학 교육기관을 마련하여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며, 의사

(医事)는 그 이외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

피할 수 없으며 종래의 기원과도 병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니다. 이 두가지 의료 행정은 정치가(為政者)가 학교 교육기관을 마련하고,

서는 바둑을 두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부가가치가 필요하

관료를 등용하는 시스템이 생겼을 때와 동일한 시기에 행정이 갖추어진

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기원을 사례로 조사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제도에는 학교 교육이나 관료제도 등 국가통치의

하여, 전통분야인 타 업계에서도 참고 할 수 있도록 눈을 돌렸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고 앞으로는 기원의 체인 점포화의 가능성 등 기원 비즈니스의 성장 전
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중의학계통의 전통의학 확대권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지
역의 전통 의료제도가 가장 정비된 중국명조를 주축으로 그 시대 배경과
제도의 특징,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주로 과
거제도와 의학교육제도와의 관계, 관료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 제
도, 교육, 사회 등의 시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아시아 지
역 상호국가간의 의료제도의 역사를 비교 검증하여 국가의 의료정책에 공
헌하고 싶습니다.

일본연구센터 학술 프로그램

제10회 동서사랑방：공로명 전외교통상부장관 강연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넘어서서-칸 나오토 일본총리의 사죄담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
이라고 논하였다.
이어서 공로명 전장관은 1992년 미야자와 키이치(宮沢喜一) 전 수상의
내한 연설을 언급하며「과거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피해를 받은 사람들
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음세대에 역사를 바르게
전달해야 한다는 독일의 바이슈체카의 유명한 연설과 같은 취지를 밝혔다」
고 평가하였다. 그리고「반복되는 일본 수상의 사죄표명에 일본 국민들은
식상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임진왜란, 명성황후 시해, 그리고 한국강제병
합으로 이어지는 양국이 걸어온 역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
이라고 하고,
8월 25일(수) 본 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제10회 동서사랑방 특별강연 및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공로명 전외교통상부 장관이「일본의 한국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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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이 이런 기회에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논하였다.

병합 100년을 넘어서서-칸 나오토 일본총리의 사죄담화를 어떻게 볼 것인

마지막으로 공로명 전 장관은「일본의 사죄, 반성이 한국 국민의 가슴에

가」
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번 회합에는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

다가와서, 참된 역사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의 겸허한 자세

미즈코시 히데아키(水越英明) 주한일본국대사관 공사 겸 정치부장을 비롯한

가 필요하지만, 사죄를 받아들이는 한국 국민의 관용도 필요하다. 그런 의

한일 저명인들 약 20여명이 참가하였다.

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본이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공로명 전장관은 연설에서「이번 칸 나오토 수상의 담화 이전에도 무라

인식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그리고「세력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중국

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이 있었으나,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에 대해서는 한국도 일본도 단독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중국과 제대로 교

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역사인식과 거기에 대한 사죄는 일단락되었다고 생각

섭하려면 미국과의 동맹과 한일협력은 불가피하다. 바로 그런 인식들이 있

한다」
고 논하였다. 그리고「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등 기회가 있을 때마

어야 우리는 일본의 사죄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참된 한일협력이

다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한일관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

실현될 것」
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강연을 마쳤다.

제6회 한일6개대학공동세미나 개최
-「生命」
을 테마로 -

이미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공통점・차이점을 찾으려는 참가
학생의 적극적인 태도를 많이 엿볼 수 있었다.
그 후 그룹토론에서는 양국의 학생이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져서 각 대
학의 발표, 토론 내용을 근거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결과 사람과 죽음의
정의, TV・영화 등의 미디어가 생명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서는 테마와 관
련된 사형제도의 찬반양론을 토론한 그룹 등 다양한 내용의 토론이 전개되
었다.
세미나에 참가한 타이쇼대학의 이마이 아키에(今井陽恵, 사회복지학과 3
학년)는「테마에 대해서 같은 일본인의 발표에서도 새로운 발견이 있었던
반면 의문이 든 것도 있었기에, 토론시에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뤘어야
9월 14일(화)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에서 한일6개대학공동세미나가 개최
되어 일본측에서 게이오기주쿠대학, 타이쇼대학, 야마구치현립대학, 한국측에
서 동서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총 6개대학의 300명이 참가하
였다.
이번 세미나의 테마는「生命」
으로 생명・죽음과 자기와의 관계, 현대 한국
사회 혹은 일본사회의 생명에 관한 인식, 한국의 장례문화, 생명 그 의미 자
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6개대학이 각각의 시점에 근거하여 다채로운 발표가
행해졌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발표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테마의 의미와

했다」
고 하며,「한일양국의 문화와 생각의 차이, 스스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
던 점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
시 한 번 하게 되었다」
고 벌써 다음 세미나 개최를 기대하고 있었다.
야마구치현립대학의 아사바 유우키(浅羽祐樹)교수는 총평에서「테마가
의미하는 것이나 이미지가 한일양국에서 공유하기 어려운 듯 보였으나, 이
것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인상에 남았다」
라고 하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가자 전원이「生命」
을 다시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
이 되었다」
고 했다.
세미나 종료 후 참가학생은 홈스테이를 실시하였으며 다음날의 부산시내관
광, 송별회를 통해 양국의 우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일본연구센터 학술 프로그램 / 추천도서

동서대-시즈오카현립대
한일대학생 공동세미나 개최

장제국 동서대 부총장
「일한문화교류기금상」수상

11월 19일(금) 본교 일본어

우리 대학교 장제국 부총

과와 시즈오카현립대의 한일

장이 일본의 민간문화교류

대학생공동세미나가 개최되

단체인 일한문화교류기금에

었다.「한일합방 100년과 일

서 주는 제11회 일한문화교

본총리담화를 어떻게 생각하

류기금상을 수상했다. 시상

는가」
를 테마로 각 대학에서

식은 9월 16일 오후 서울

의 발표와 참가자 전원의 토

중구 롯데호텔 본관2층 에

론이 이루어졌다.

메랄드홀에서 한일양측 문화교류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

발표 후 토론에서 일본측은「전진(前進)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한다」

었다.

는 입장을 취하는 한편 한국측은「전진은 했을지 모르나 과거 일본이 일으

동재단은 수상이유로서『장부총장은 2003년부터 동서대학교 일본연구

킨 사건을“인정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족한 내용」
이라는 입

센터 소장으로서, 2007년부터는 동대학의 부총장으로서 일한관계에 관한

장을 취했다. 특히 본교의 발표였던「한일합방 무효선언」
에 관한 것 중 일

각종 포럼, 세미나, 강연회 등을 설립, 운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범위를 넘

본 지식인의 사인,「병합」
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정합성, 문화재 반환(칸

어선 일한 간의 학술교류의 확대와 젊은 세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나오토 수상의 말에서는“양도”
)의 3가지에 대해서 양 대학은 활발하게 의

진력해 왔다』
고 밝혔다.『특히 본인이 대표로 있는“한일차세대학술포럼”

견을 교환하였다.

은 해마다 양국의 젊은 연구자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학술교

또, 양국이 상대국에게“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라는 상대의 요구에 대
해 본교에서는『일본이 한국에 한 것을 인정하고, 위안부문제에 관한 보상

류 사업이자, 일한의 차세대를 짊어질 연구자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장부총장의 업적을 기렸다.

문제 해결 등을 해주길 바란다』
, 시즈오카대에서는『일한기본조약 체결시

장부총장이 창설하고 확대・발전시켜온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은 올해 7회

일본은 한국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한국인이 인정하고, 다시 위안부문제

째로 해마다 한일양측의 교수・연구자・대학원생 등 약 3백명이 참가하

의 보상문제 등은 인도적 레벨에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며

고 있으며 내년에는 일본 히토츠바시대학에서 개최된다.

참가자 전원이 미래지향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희망을 여행하라』
이매진피스 임영신·이혜영 지음
소나무 2009

얼마 전 어떤 강연회에서 저자 중의 한 사람인
임영신을 만났다. 임영신씨가 말하는 공정여행!!!
눈이 번쩍 뜨였다. 당장 책을 구입했다. 읽기 시작
했다. 그리고 다 읽었다. 공정여행이란 구경하고 떠
나는 '소비'가 아니라 만남과 나눔이 살아있는 '관계'
의 여행을 말한다. 일상의 탈출이라는 관점에서 휴
식과 즐기는 여행을 행해 온 나 같은 보통 인간은 생
각조차 해보지 못한 개념이었다. 인권, 경제, 환경, 정치, 문화, 배움의 여섯
가지 시선으로 저자들은 우리들에게 공정 여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구체
적으로는 여성을 위한 히말라야 트레킹 전문 여행사부터 코끼리 자원농원
까지 네팔, 티베트, 인도, 필리핀, 태국, 쿠바, 런던 등의 여행 정보를 안내
한다. 우리가 공정여행을 한다면 우리가 여행에서 쓰는 돈이 그 지역과 공
동체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에, 사라져 가는 숲이 보존되는 것에, 멸종
되고 있는 동물들이 살아나는 것에 기여하게 된다고 저자들은 제안하고 있
다. 여행을 떠난다면, 한번쯤 공정여행도 해 보자. 나의 여행이 나뿐만 아
니라 누군가에게도 기여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닌가!

일본연구센터 연구원: 신정화(국제학부 교수)

『하나미즈키』
요시다 노리코(吉田紀子)
겐토우샤문고(幻冬舎文庫) 2010. 7
드라마「중매결혼」
과 영화「눈물이 주룩주룩」등
의 작가로 유명한 각본가 요시다 노리코의 작품으
로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에
(紗枝)와 그녀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어부 코헤이(康
平)의 연애소설이다. 홋카이도의 항구도시에서 자란
두 사람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 교제를 시작했으나
사에가 도쿄의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두사람 사이에
서 엇갈림이 생긴다. 그러나 10년 후 그들은 사에의 아버지가 심은 하나미
즈키 나무 아래에서 극적으로 재회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스토리
이지만, 빠른 스토리 전개가 이 소설 작품의 재미있는 구성이다. 즉, 이 작
품에서는 사에의 어머니인 요시코(良子)와 사에의 마음의 경과가「첫사랑」
「원거리」
, 그리고「하나미즈키」
라는 동일한 타이틀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나오는 구성으로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마치 하나의 영화속에서 사에와
요시코의 드라마틱한 인생의 틈새를 보고 있는 듯한 감각에 빠져들게 된
다. 사에의 아버지인 케이이치(圭一)가 심은 하나미즈키, 그 나무를 부탁한
아버지의 바람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사에와 코헤이가 재회하는 장면에서
하나미즈키 꽃잎이 흩날리는 장면을 마음속에서 그릴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작품을 충분히 감상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 이
계절, 가을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분에게 안성맞춤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이다.
일본연구센터 연구원 : 오오시마 마유미(일본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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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BB(Brain Busan)21」1년차 사업의 수행현황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하는 전통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왔으며, 또 매월 1회씩

부산BB(Brain Busan)사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의「인문・사회분야(연구중

것은 부산지역에는 알려지지 않는 일본과 관련된 역사적 유산들이 여러 곳

심)」
지원을 받아서, 본 연구

에 편재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

센터와 본 대학 대학원「일

도 불구하고, 아직 부산광역시나 관련 문화관광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이런

본지역연구과」가 공동으로

자원에 눈을 돌리지 못하여 그대로 묻혀 있다는 점이다. 한편 10월 22일

「일본관광객을 위한 전통문

본 연구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특강에서는 부산세관 이용득 관장을 초

화유산의 상징적 의미해석과

빙하여「부산의 스토리 텔링 한눈에 짚어보기」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문화관광산업 자원으로의 전환 모델에 관한 연구」
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

있었다. 이용득 관장은「부산에는 무한한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으나, 아

고 있다. 본 연구과제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매년 약 5000만원(참여학생들

직 그것들을 문화관광 컨텐츠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극히 미약하다」
고지

의 연구보조금)을 지원받아서 3년동안(2010년 5월~2012년 2월) 수행하게

적하고, 금후 본 연구과제팀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논하였다. 또 11월 특강

된다. 이 연구과제는 부산지역에 잔존하는 전통문화유산(유・무형)을 수

(11월 10일)에서는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준호 (주)제이트래블 이사를

집・정리하고, 관광산업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미해석과 스토리 텔링을

초빙하여 특강을 열었다. 이준호 이사는「현재 한국관광이 안고 있는 문제

만들어서, 문화컨텐츠로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

점을 호텔, 식사, 교통, 문화상품 등」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적하고, 우

다. 현재 본 연구센터 연구원 3명(이원범, 정수원, 남춘모)을 지도교수로 하

리 관광문화의 근본적인 변화 즉「한국의 매력, 부산의 매력을 체계적으로

여, 대학원생(박사과정생1명, 석사과정생 2명)과 학부생(7명)이 연구보조원

파악하여 상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논하였다. 금후에도 이 연구과제

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도교수들과 학생들이 부산지역에 잔존

는 본 연구센터와 대학원과의 연계로 수행될 예정이다.

소장 동정

방문자 (8~11월)

(8~11월)

8/13 한일미래포럼 대표로서 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에서「국제환경심포지움」
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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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한일미래포럼 대표로서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일
국회의원포럼을 개최
8/21 전국 각 대학 일본연구센터 대표자 회의에서「2010년과 일본연구」주제로 기조
강연
8/25 공로명 석좌교수 초청 제10회 동서사랑방 개최
8/27 일본경제산업성 마타노 미토모 대신관방심의관 등의 예방을 받고 여수박람회
일본관 테마 설정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함
9/6 동아닷컴 고문으로서 일본 큐슈 아사히 TV를 방문, 다케우치 켄지 사장 등 임원들과
만나 동아일보 방송사업과의 제휴문제 협의
9/7

일본 사가현 카라즈시에 있는 임진왜란 당시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군사 발진기지인
나고야성과 박물관을 방문, 박물관장의 안내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침략 상황도 등
역사전시물을 관람

10/2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으로서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한일축제한마당 2010」
개막식에 참가
10/3~5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한일·일한포럼 전체회의에 장제국 부총장과
함께 참석, 사회 등 행사 주재. 이 기간 중 센고쿠 관방장관, 마에하라 외상,
오카다 민주당 간사장 등과 간담
10/12 오사카부 다카츠키시의회 및 상공회의소 대표 방한단(단장 쯔지모토 키요미
중의원의원) 85명의 초청으로 롯데호텔에서「한국 정치경제의 최근상황과 한일
관계」
를 주제로 강연
10/15 일본 아사히신문 초청으로 아사히 본사에서「한일과거 100년 미래 100년」
을
테마로한 한일지식인 좌담회에 참석
10/25일본 게이오대학 법학부의 초청으로 게이오대학 대학원에서 대학원생 상대로
「정치변동 wave의 한일비교와 시민의식」
을 테마로 강의 및 토론
11/4~5 한일미래포럼 대표로 숙명여대 100주년기념관에서 한일언론인·교수 등 30명을
초청「2010년과 한일간 상호이해의 모색」
을 테마로 심포지움 개최
11/15~16 한중일문화교류포럼 한국측 위원장으로서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제6회
한중일문화포럼을 공동주재
11/17 요미우리 신문사의 초청으로 도쿄 요미우리 본사에서 중국 및 일본포럼 대표들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의 문화의 역할」
을 테마로한 좌담회에 참가

일본연구센터 본부
9/7 니시다 마사노리(西田正憲) 나라현립대학 학장보좌 외1명
9/15 김현명 중앙공무원 교육원국제교육협력관
9/29 미즈타 노리코(水田宗子) 학교법인 죠사이대학 이사장 외6명
10/4 코바야시 테루오(小林照夫) 칸토우학원대학 문학부교수 외9명
10/14 사카키바라 신이치(榊原真一) 재단법인 스미토모재단 기획부조성담당부장
11/19 코하리 스스무(小針進)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일본연구센터 서울사무소
8/30 스즈키 마사토(鈴木正人)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부원장
9/14 와타나베 타케시(渡邊武) 방위성방위연구소 연구부
10/7 마츠바라 타카토시(松原孝俊) 큐슈대학 한국연구센터장
10/13 마타노 미토모(又野己知)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관방 심의관
이와타 야스시(岩田泰) 일본 경제산업성 박람회추진실 실장
오노 유키코(小野幸子)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보정책국

주요일정 (12~2월)
12/20『차세대인문사회연구 제7호』
논문수정원고 제출마감
1/5 한일차세대학술포럼 한국측 운영위원 회의

기증도서 (9~11월)
9/1

일본사상사연구회『日本思想史
研究会会報』No 27, 2010년
9/13 카시오 나오키(게이오기주쿠대학)
樫尾直樹 著,『スピリチュアル・
ライフのすすめ』
, 文春新書,
2010년 외 1권
9/14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제3호, 그린비, 2010년
9/29 학교법인 죠사이대학 젠더・여성
학연구소『RIM』28호, 2009년 외
3권

·편집 위원장 남춘모 ·만든 사람들 야마구치 타츠미·윤은혜

10/19 한다 아츠코(半田敦子) 北原保雄,
『現代文1改訂版』
, 大修館書店,
2010년 외 27권
10/28 소동호(전북대학교)『初恋 초련』
,
계간문예, 2010년
11/1 정대균(수도대학도쿄)『韓国のイメー
ジ増補版』,中公新書, 2010년
11/18 오구라 키죠(교토대학)『ハイブリ
ッド化する日韓』
, NTT出版,
20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