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彙      報

1. 하와이 국제학술회의 개최

  2005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하와이주 카우아이섬 메리오트리조트에

서 일본국제기독 학 COE(21st Century Center of Excellence) 로그램, 

하와이 학 한국학센터와 공동으로 1905년 을사조약에 한 국제학술회의

를 공동 개최하 다. 

주제: ｢1905년 조약｣의 强迫性 여부에 한 역사 ․국제법  검토   

◇ 1월 30일

1905년 ｢保護條約｣에 한 高宗皇帝의 協商指示說 批判

   발 표: 이태진 (서울  국사학과)

高宗皇帝의 調印 ｢裁可｣ 有無에 하여

   발 표: 강성은 (日本 朝鮮大學校 科學硏究部) 

1905년 후 일제의 침략과 무제의 주권수호 투쟁

   발 표: 김기석 (서울  교육학과)

韓國 ｢保護國｣ 化過程에 있어서의 軍事와 外交

   발 표: 아라이 신이  (荒井信一, 日本 駿河台大學)

◇ 1월 31일

國內法制․法思想에서 본 大韓帝國 皇帝權限의 分析

   발 표: 고꾸분 노리코 (國分典子, 日本 愛知縣立大學 文學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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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韓國倂合過程에서 國際法上 中立의 問題에 한 察

   발 표: 이근  (서울  법학부)

條約 强制 無效에 한 法的 理論-특히 獨逸法을 심으로-

   발 표: 사사가와 노리카쓰 (笹川紀勝, 日本 國際基督大學)

1905년 條約과 領土 編入

   발 표: 백충  (서울  법학부)

倂合․和解 그리고, 獨島

   발 표: 존 반다이크 (Jon M. Van Dyke, 하와이 학 법과 학)

◇ 2월 1일

회의 결과에 한 종합 정리

   발 표:  강희웅(Hugh Kang, 하와이 학) 외 참가자 원 

2003년 서울 회의 경과 보고

   발 표: 김승일 (국민  한국학연구소) 

출 업무 진행보고와 앞으로의 계획

   발 표: 에드워드 슐츠 (Edward J. Shultz, 하와이 학 아시아학과) 

2. 킨텍스 국제학술회의 개최

  2005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 시장(KINTEX)

에서 서울국제법연구원, 역사학회와 공동으로 1905년 을사조약과 1965년 한

일 정에 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하 다. 

주제: 1905년 乙巳條約에서 1965년 韓日協定까지

       - 진정한 韓․日 우호 계를 한 반성과 제언 -

  6월 3일( )

◇ 제1부: 1905年 乙巳條約에 한 歷史的 照明

(사회: 김용덕, 서울  국제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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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條約 强制의 實相 分析

   발 표: 이태진 (서울  국사학과)

乙巳年 東北亞 調停  루즈벨트의 背信과 大韓帝國의 沒落

   발 표: 김기석 (서울  교육학과)

러일 쟁, 포츠마스 講和條約과 루즈벨트 大統領의 問題點 ; 1903-1905

   발 표: 캐롤 카메론 쇼 (Carole Cameron shaw)

제1부 토 론: 김기정 (연세  정치외교학과)  

◇ 제2부: 1905年 乙巳條約의 效力 問題와 國際法 

 (사회: 하 선, 서울  외교학과)

韓日間 不幸한 歷史의 淸算을 하여-國際法 觀點에서

   발 표: 사카모토 시게키 (坂元茂樹, 日本 神戶大學 法學部)

韓國倂合의 不法性 否에 한 國際法的 檢討

   발 표: 이근  (서울  법학부)

代表 에의 條約强制 無效-두 가지의 事件: 폴란드 分割條約과 韓國保護條

約의 比 硏究

   발 표: 사사가와 노리카쓰 (笹川紀勝, 日本 明治大學 法學部)

제2부 토 론: 존 반다이크 (하와이 학 법과 학)  

  6월 4일(토)

◇ 제3부: 1965年 韓日協定의 意義와 問題點 

(사회: 제성호, 앙  법학과)

韓日協定과 過去事 問題-課題와 展望

   발 표: 이원덕 (국민  국제학부)

文化財 問題와 竹島=獨島 문제

   발 표: 다카하시 소지 (高崎宗司, 日本 津田塾大學 國際關係學科)

財産請求權 問題의 再 -脫植民地主義의 視角에서

   발 표: 오타 오사무 (太田修, 日本 佛敎大學 人文學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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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年 韓日條約에 한 法的 再檢討

   발 표: 김창록 (건국  법학과)

제3부 토 론: 박태균 (서울  국제 학원)  

◇ 종합토론: 21世紀 韓日關係의 改善을 한 提

(사회: 김용덕, 서울  국제 학원)

部別 論評 報告

   김용덕(제1부), 하 선(제2부), 제성호(제3부)

指定 綜合討論

   와다 하루끼 (和田春樹, 일본 동경 학 명 교수)

   존 반다이크 (Jon M. Van Dyke, 하와이 학 법과 학 교수)

   정창렬 (한양  사학과 명 교수)

   오재희 (前 駐日大使)

3. 학술발표회

(97회) 2005년 4월 29일( ) 

노태돈 (서울 학교 국사학과 교수)

新羅․唐 쟁과 新羅․日本 계

네스 로빈슨 (일본 국제기독 학 사회과학과 교수)

海東諸國紀의 日本地圖를 통해서 본 朝鮮前期의 日 關係

(98회) 2005년 6월 15일(수) 

최병헌 (서울 학교 국사학과 교수)

中國 歷史學界의 動向과 韓國史 硏究

이노우에 가즈에 (가고시마국제 학 국제문화학부 교수)

18～19세기 韓國의 戶口와 家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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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丹城․晋州 戶籍大帳의 분석을 심으로-

4. 해외 석학 청강연회

  2005년 3월 31일(목) 서울 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61동 320호 강의실에

서 서울 학교 기 교육원과 공동으로 해외 석학 청 강연회를 개최하 다. 

발  표: 다카하시 데츠야(高橋哲哉), 日本 東京大學大學院 綜合文化硏究科 敎授 

주  제: ‘정신의 자유’와 일본의 민주주의-한일지식인과 시민의 화-

5. 2005년 서울 학교 한국학 심포지엄 개최

  校內 한국학 연구사업 운 원회( 원장: 송철의 교수)와 함께 ‘한국인

의 삶과 통’이란 주제로 한국학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 다. 이 심포지

엄은 교내 ‘한국학 장기기  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물을 서울 학교 출 부

의 ‘한국학 연구 시리즈’로 간행하기에 앞서, 검하고 토론하는 학술 행사

로 기획된 것이다. 

제1차: 2005년 6월 21일(화) 13:00-17:30, 서울 학교 인문 학 교수회의실

(사회: 박낙규, 서울  미학과)

17세기 한국철학사상연구자료집(유학편3)

   발 표: 허남진 (서울  철학과) 

   토 론: 최 진 (성균  유학․동양학부), 성태용 (건국  철학과) 

서울 학교 앙도서 본 ‘구운몽’의 주석  번역 연구 

   발 표: 김병국 (서울  국어국문학과) 

   토 론: 이 희 (서울  국어국문학과), 정병설 (서울  국어국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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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훈, 서울  경제학과)

온돌과 한국인의 침상 기후

   발 표: 최정화 (서울  의류학과), 이주

   토 론: 희 (서울  건축학과), 김홍식 (명지  건축학과) 

산업화와 강성국가의 쇠퇴 

   발 표: 하용출 (서울  외교학과) 

   토 론: 임 백 (고려  정치외교학과), 신  ( 앙  사회학과)

6. 受贈圖書

국제지역연구 제30호 한국외국어 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철학사상 제19호 서울 학교 철학사상연구소

남학 제5호 경북 학교 남문화연구원

악어문연구 제28집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인문논총 제23집 울산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생활문물연구 제15호 국립민속박물

탐라문화 제25호 제주 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民具マンスリ- 第37卷8號~9號 神奈川大學日本常民文化硏究所

어학연구 Vol.40 서울 학교 언어교육원

역사교육 제92집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언어문화 제2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민속학연구 제15호 국립민속박물

한국사연구휘보 제127호 국사편찬 원회

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 

1~3

국립민속박물

지역과 역사 제15호 부경역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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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독립운동사 6 국사편찬 원회

東洋史硏究 제63권 3호 東洋史硏究

민족문화논총 제30집 남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국어학 44 국어학회

한국종교연구 제6집 서강 학교 종교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제21집 한국외국어 학교 역사문화연구소

동문화연구 제48집 성균  동아시아학술원 

동문화연구소

민족문화논총 제30집 남  민족문화연구소

北大史學 1~10 北京大學歷史學系

동양학 제37집 단국 학교 동양학연구소

정신문화연구 통권97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アジアフオ－ラム 28 大阪經濟法科大學アジア硏究所

中國史硏究 2002-1~2004-4 中國社 科學院

中國史硏究動態 2002-1~2004-12 中國社 科學院

국제지역연구 통권31호 한국외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북사학 제27집 북사학회

동아문화 제42집 서울 학교 동아문화연구소

국학연구 제5집 한국국학진흥원

실학사상연구 제24집~25집 무악실학회

남학 제6호 경북 학교 남문화연구원

한국학연구 제13집 인하 학교 한국학연구소

朝鮮學報 제193집 朝鮮學

종교와 문화 제8호~10호 서울 학교 종교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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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인문논총 제18집 서강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북방사논총 창간호~2호 고구려연구재단

인문학지 제28집~29집 충북 학교 인문학연구소

東アジア硏究 제40호 大阪經濟法科大學アジア硏究所

독일어문화권연구 제14집 서울  인문학연구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한국학연구 21 고려 학교 한국학연구소

한성인문학 제3집 한성 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선비문화 제5호 남명학연구원

군사 제48호~51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문과학 제86집 연세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靑丘學術論集 제25집 韓國文化硏究振 財團

남도문화연구 제9집~10집 순천 학교 남도문화연구소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6호 경북 학교 퇴계연구소

가산학보 제12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동방학지 제129집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

경주사학 제23집 경주사학회

교회사연구 제23집 한국교회사연구소

호남문화연구 제35집 호남문화연구소

퇴계학 제15집 안동 학교 퇴계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9집 동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아시아문화 제21호 한림 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인문과학논총 제42집 건국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アジアフオ－ラム 29 大阪經濟法科大學アジア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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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8집 원불교사상연구원

역사교육 제93집 역사교육연구회

서울학연구 제24호 서울시립  서울학연구소

동국사학 제40집 동국사학회

과학과 문화 통권4호~5호 서원 학교 미래창조연구소

East Asian Review 9 The Asian Research Institute

도서문화 제23집 목포 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3집 서강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문화연구 7 이화여자 학교 한국문화연구

상주문화연구 제14집 상주 학교 상주문화연구소

語科學 제40호 九州大學 語文化部 語硏究

언어와 문화 제9호 甲南大學 國際 語文化

백양인문논집 제10집 신라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열성어제 11~15 서울 학교 규장각

라도 읍지 7~11 서울 학교 규장각

간송문화 68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사찰조경연구 제10집 동국 학교 사찰조경연구소

문화 통논집 제3집 경성 학교 향토문화연구소

학림 제 25, 26합집 연세 학교 사학연구회

한국학논총 제27집 국민 학교 한국학연구소

철학사상 제20호 서울 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이 사학 제3집 이 사학회

한국사학 11~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앙민속학 제3호 앙 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韓國 語文化硏究 제8호 九州大學韓國 語文化硏究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彙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