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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기자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연구팀, 제3회 국내학술대회 개최

‘지식 권력의 변천과 동아시아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 중인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소
장 허재영) 인문한국플러스(이하 HK+) 연구팀은 3월 22일(금) 제3회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식생산의 메커니즘과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는 지식 생산의 기반과 지식
의 유통과 공유, 그리고 소비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식생산의 메커니즘을 정립하고 확산되는
경로를 통해 지식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식 인문학의 새로운 담
론을 전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영민 연세대 교수가 ‘근대 문학/지식 담론 연구 방법에 대한 성찰- 근대 매
체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하고, 연세대 홍정완 교수의 ‘근대 일본 정치
학의 학문 동향과 근현대 한국의 정치학’, 최석원 단국대 교수의 ‘번역된 서양과의 만남-근대 중국
의 번역 정책을 중심으로’, 서광덕 부경대 교수의 ‘서학 수용의 경로와 한국 近代知의 형성’, 전성
곤 한림대 교수의 ‘근대 일본의 공동천황론 구축: 그 속에 무엇이 작동했나-쓰다 소키치, 오카와
슈메이, 미노다 무네키를 중심으로’, 김창수 단국대 교수의 ‘조선후기 한중 지식교류의 기제-서간
문 왕래체계를 중심으로’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지식 생산의 메커니즘과 확산’에 대한 검토는 지식 생산의 구조와 지식이 확산되어 가는 가시적인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중·일 지식의 생산, 지식과 사회의 상호
관계, 지식의 공론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지식의 기반, 지형도, 사회화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있음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발표된다. 아울러 한·중·일에서 생산된 다양한 지식과 지식 간의 교
류를 통한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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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한·중·일의 지식 생산 과정을 밝히고, 생산된 지식이 어떠한 사회적 토대 위에서 전달되
고, 확산해 나가는가에 대한 원리를 구명함으로써 지식 집단의 형성 토대를 확인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이 되리라 기대된다.
이밖에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연구팀은 해외석학초청특강과 학문후속세대특강 등 다양한
강연과 연구 성과 발표, 해외 연구자와의 교류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내 ‘지식’의 개
념을 정립하고, 지식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ijshkplus.or.kr/
인천/김종석.기자(saakk640129@m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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