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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아시아지역 연구센터(NEAR 센터)는
동북아시아연구의 거점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원교육・지역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NEAR 센터 활동의 한 컷
NIHU 심포지움「동북아： 배테기 제상」

하얼빈현지조사＠하얼빈사범대학

몽골과학아카데미에서의 국제회의

2017 년도 제 1 차시민연구원전체모임

2018 년도판

□주요 활동내용（2018 년도판）
１．정보의 수집과 제공
○정보의 수집・제공
센터 홈 페이지：http://hamada.u-shimane.ac.jp/research/organization/near/ (일어판)
http://hamada.u-shimane.ac.jp/en/research/organization/near/ (영어판)
○정보지의 발행
뉴스레터『NEAR News』（년 2 회 간행）
센터 기관지『북동아시아 연구』（년 1 회 간행, 복수의 referee 에 의한 심사를 거치는
학술지）
둘 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일어판 홈페이지 중, “成
果物/성과물/Publication”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성과 등의 출판
≪서적≫
・우노 시게아키／마스다 유지 편『북동아시아지역연구서론』2000 년 3 월, 국제서원.
・마스다 유지편『21 세기의 북동아시아와 세계』2001 년 3 월, 국제서원.
・우노 시게아키／마스다 유지 편『21 세기 북동아시아의 지역발전』2002 년 3 월, 일본평론사.
・우노 시게아키／마스다 유지 편『북동아시아세계의 형성과 전개』2002 년 3 월, 일본평론사.
・우노 시게아키 편『북동아시아연구와 개발연구』 2002 년 6 월, 국제서원.
・우노 시게아키 편『북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과 일본』 2003 년 3 월, 국제서원.
・우노 시게아키／카츠무라 테츠야／이마오카 히데키 편『해양자원개발과 오션가버넌스』 2004
년 3 월, 국제서원.
・우노 시게아키／루시준(鹿錫俊)편『중국에서의 공동체 재편과 내발적 자치의 시도』2005 년
3 월, 국제서원.
・시마네현립대학교 니시 아마네연구회 편『니시 아마네와 일본의 근대』 2005 년 3 월, 페리
칸사.
・우노 시게아키／벳시 유키오／후쿠하라 유지편 『일본・중국에서 본 한반도 문제』 2007 년
3 월, 국제서원.
・데이비드 렌 지음／미조하타 사토시·하야시 히로아키·코니시 유타카 옮김 『국가사회주의
의 흥망 -체제전환의 정치경제학-』 2007 년 7 월, 아카시서점.
・우노 시게아키／당옌샤(唐燕霞) 편 『전환기에 선 중일관계와 미국』2008 년 3 월, 국제서원.
・우노 시게아키／코바야시 히로시 편 『북동아시아지역협력의 가능성』2009 년 3 월, 국제서
원.
・이이다 타이조/리 샤오동 편『전형기[轉形期]에서의 중국과 일본: 그 고뇌와 전망』2012 년
10 월, 국제서원.
・ 김일우,문소연(이노우에 오사무,이시다 토루, 키노시타 쥰코 역)『한국 ・ 제주도와 유목
기마문화』2015 년 1 월、아카시서점.
・이이다 타이조편『북동시아 지역교류 –고대에서 현대, 미래로-』2015 년 6 월、국제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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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 시게아키/에구치 신고/리 샤오동편『중국식 발전의 독자성과 보편성 –「중국모식」제
기를 둘러싸고-』2016 년 3 월, 국제서원.
・박충석(이노우에 아츠시/이시다 토루 역) 『한국정치사상사』2016 년 9 월, 호세이대학출판
국.
・사토 타케시/에구치 신고편『변동기 국제질서와 글로벌 액터 중국 –외교・내정・역사-』2018
년 3 월, 국제서원

【북동아시아학 창성 시리즈】
・우노 시게아키 저『북동아시아학 창성시리즈 제 1 권: 북동아시아학으로의 길』2012 년 11 월,
국제서원.
・후쿠하라 유지 『북동아시아학 창성시리즈 제 2 권: 북동아시아와 조선반도연구』 2015 년 7
월、국제서원.
속간 전 7 권.

≪워킹페이퍼 / 심포지움 보고서≫ (최근 3 년간)
・이노우에 아츠시 편『북동아시아협력의 새 과제』2014 년 3 월, 시마네현립대학교
・이노우에 아츠시 편『근대동아시아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전개』2014 년 3 월,NEAR 센터.
・후쿠하라 유지 『북동아시아 제국간의 협력가능성과 몽골의 역할』 2018 년 3 월.
≪심포지움 개최≫ (최근 3 년간)
・”국제질서를 둘러싼 글로벌 액터 중국의 「학습」과 「실천」”(2016 년 3 월)
・”북동아시아지역연구의 도전”(2016 년 5 월:혹카이도대학 슬라브유라시아연구센터/인간문
화연구기구와 공동개최).
・”북동아시아 제국간의 협력가능성과 몽골의 역할”(2017 년 9 월:몽골과학아카데미/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과학원/인간문화연구기구와 공동개최).

２．조사・연구사업
◎인간문화연구기구 (NIHU)・북동아시아지역연구추진사업
NEAR 센터는 인간문화연구기구가 진행하는 북동아시아지역연구추진사업의 연구거점의
하나로 선정되어 2016 년도부터 「북동아시아에서의 근대적공간의 형성과 그 영향」이라는
주제로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와 연계하면서, 공간으로서의 북동아시아를 형성한 복합적
통치체계의 형성, 청나라/러시아제국/일본제국이라는 3 개의 중첩된 파워의 역사적관계성,
그리고 이 지역의 접촉지대(contact zone)에서의 역학과 유동성을 밝히려고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심포지움 개최》
＜2017 년도＞
○인간문화연구기구「북동아시아지역연구추진사업」시마네현립대학 NEAR 센터 거점프로젝
트「근대적공간의 형성과 그 영향」제 2 차국제심포지움 2017「북동아시아 –태동기의 제
상」
（동북사범대학（중국・장춘）
）9 월 19-20 일.
＜2016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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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문화연구기구「북동아시아지역연구추진사업」시마네현립대학 NEAR 센터 거점프로젝
트「근대적공간의 형성과 그 영향」제 1 차 국제심포지움 2016「북동아시아：배테기의 제
상」(시마네현립대학) 11 월 19-20 일.
○러시아연방 타타르스탄공화국 과학아카데미 Sh.마르쟈니기념역사연구소/ 시마네현립대
학북동아시아지역연구센터 동동개최 국제회의(타타르스탄공화국 과학아카데미 Sh.마
르쟈니기념역사연구소) 8 월 6 일

○중점 프로젝트
≪북동아시아학 창성[創成] 프로젝트≫
「북동아시아학」의 창성을 목표로 하여, 그 중심조직으로서 「복동아시아 연구회」를 조
직하고 있습니다 (년 6 회 정도개최).

≪한일・조일교류사 연구 프로젝트≫
일본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북동아시아지역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학술적인
입장에서 폭넓게 한일・조일관계의 역사와 이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일한・일조
교류사연구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년 4 회 정도개최).

≪북동아시아지역 연구≫
「북동아시아학」의 창성이라는 과제를 보다 풍부한 시각에서 접근 할 수 있도록, 각
연구원들의

전문분야와 인맥을 기초로 연구회를 조직하고, 대학 내외로부터 지원금을

획득하여, 개성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팀
NEAR 센터에서는 2013 년도부터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모체로서 ‘역사・문화・사상’,
‘정치 ・ 경제 ・ 국제관계’, ‘북동아시아 초역’의 세가지 연구팀을 조직하여 보다
유기적인 연구체제 꾸리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구활동
≪초역（超域） 아시아 연구・「북동아시아학 창성시리즈」간행≫
NEAR 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원과의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도 드문 「북동아
시아초역（超域）
」전공을 설치한 대학원교육의 실질화를 측면지원하기 위하여, 각 연구원들
은 「초역」을 지향하는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NEAR 센터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전개, 다
각적인 인간・물질・문화가 접촉・교류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온 북동아시아 세계를, 지역의
국제화・글로벌화가 더욱더 진행될 미래를 조망하면서, 인문과학・사회과학의 개별학문분야
들의 영역을 넘어서서 학제적으로 추구한다는 이중의 의미에서의「초역」연구를 전개하고 있
습니다. 그 성과는「북동아시아학 창성시리즈」로서 간행됩니다.

≪니시 아마네(西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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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 말기부터 메이지（明治）기에 걸쳐 동서양의 사상을 익혀 일본
의 근대화를 추진한 츠와노(津和野)출신인 니시 아마네(西周)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학
술적 전개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시마네현립대학교 니

시 아마네연구회 편 『니시 아마네와 일본의 근대』(페리칸사, 2005 년)로서 간행되었습니
다. 또한 매년 가을에는 니시 아마네의 출신지인 츠와노(津和野)에서 시민들도 참여하는
심포지움이나 세미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３．대학원과의 연계
○NEAR 센터 준연구원제도
이 제도는 대학원 박사후기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 중에서 박사논문 집필과
북동아시아학 창성[創成]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한 연구계획을 작성한 자를
준연구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센터가 그 연구활동을 지원・지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준연구원으로 임명된 대학원생은 3 년에 걸쳐 대학에서 연구비용 지원을 받으며,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원

연구지도과목

「특별연구활동」의

학점취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４．지역사회와의 연계
○NEAR 센터 시민연구원제도
NEAR 센터 시민연구원제도의 시작은 본 대학교의 발족이래 초기 단계부터 진행시켜 온 대
학원 입문수준인「NEAR 칼리지」
를 개강한 결과, 이미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우수한 시
민들이 다수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는데에 있습니다. 그후 2006 년도에 본 대학교 대학원
이 문부과학성「”매력있는 대학원교육” 이니셔티브」의 조성 대상교에 선정된 것을 계기
로 창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이 대학원생이나 교원과 함께 넓은 의미에서의
북동아시아연구에 관해 공동연구를 진척시켜 나감으로서 캠퍼스 밖의 발상을 대학교안에
끌어들여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자극하고자 하는 일본전국적으로 보아도 유니크한 제도입
니다.

○NEAR 센터 시민연구원제도의 구체적 실행
≪시민연구원 전체모임・시민연구원 연구회≫
시민연구원 전체모임 및 시민연구원 연구회는 시민연구원을 중심으로 NEAR 센터 연구원,
대학원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운영, 활동 구상이나 아이디어를 상호 제기하는 장으
로서, 또한 각자의 연구성과를 발표,검토할 장으로서 설치되었습니다. 주로 그룹 리서치
살롱 구성이나 시민연구원 연구보고회, 시민연구원-대학원생 공동연구 보고회 등이 개최됩
니다.

≪시민연구원 그룹리서치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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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구원 그룹리서치살롱은 시민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복수의 연구그룹을 조직하여 관
련 영역의 공동연구나 정보교환, NEAR 연구원이나 대학원생과의 학술교류를 심화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시민연구원의 상호연계와 NEAR 연구원, 대학원생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발휘되
고 풍요로운 창조적활동이 전개될 것을 기대하며 2012 년도부터 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
고 있습니다.

≪시민연구원과 대학원생과의 공동연구≫
시민연구원제도의 특색 있는 활동으로「시민연구원과 대학원생과의 공동연구」가 있습니다.
이 공동 연구는, 명칭 그대로 대학원생이 시민연구원 및 교원과 자발적

연구팀을 구성하

여 실행가능한 연구계획을 수립하면, 센터가 연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는 3 건의 공동연구가 채택되었습니다. 최근 2 년간에 채택된 연구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보조금의 일부는 하마다시(浜田市)로부터 공동연구사업보조금 조성을 받고 있습니다.
<2016 년도>
○「중국과 일본의 도시생활쓰레기 분리/수거/처리 비교에 관해서 :쑤저우시 히로시마시 하마
다시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원생：왕제이제이(王節節)[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 박사전기
과정 1 학년]、시민연구원：나메라스미오、지도교수：오키무라 타다시 교수）
○「파게와 재흥으로부터 보는 내몽골・후레기에서의 불교의 현주: 부흥에 대한 경제정책・
문화정책과 불교부흥 관여자을 중심으로」（대학원생：개개레루(格格日勒)[북동아시아개
발연구과 박사후기과정 1 학년]、시민연구원：오카자키 히데키、지도교수：이노우에 오사
무 교수）
○「다문화공생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 재일중국인을 위한 민족미디어와 마스미디어 및 지방
미디어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대학원생：리몽(李萌)[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 박사후기과
정 1 학년]、시민연구원：시브야 요시아키、지도교수：사토 타케시 준교수）
＜2017 년도＞
○「중국에서의 이민사구의 공서・공생실태연구: 엔타이 한국인사구를 사례로」
（대학원생：줘
샤오칭(左暁晴) [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 박사전기과정 1 학년]、시민연구원：유야구치 하
츠미、코노 미사토、지도교수：후쿠하라 유지 교수）
○ 「 환경지불의사학(環境支払意思学)에서 신퇴격림(新退耕林)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에 관한
연구: 호루친사지에서의 후신시를 사례로」
（대학원생：시양(石楊)[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
박사후기과정 1 학년]、시민연구원：오카자키 히데키、지도교수：오키무라 타다시 교수）
○「샹하이시 및 하마다시의 우호도시真如鎮에 있어서의 필요성조사와 하마다 지역에서의 인
바운드전략에 대하여」（대학원생：다나카 미키토(田中幹人)[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
박사후기과정 1 학년]、시민연구원：유야구치 하츠미 、오하시 미츠코、반도우 토
모코、지도교수：이노우에 오사무 교수）

≪보고서 간행≫
2008 년에는 시민연구원제도에 관한 활동을 정리한, NEAR 센터 편『
「NEAR 센터 시민연구원
제도」2 년간의 발자취 2006～2007』을 간행하였습니다. 2010 년도에는 2008 년도부터 2010
년도까지 3 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NEAR 센터 편『
「NEAR 센터 시민연구원제도」
활동보고서 2008
～2010』을 간행하였습니다.

５．데이타베이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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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 관계자료목록
・타케시마／독도관계사・자료목록
・한일회담 문서목록
・한일관계(1952~74 년) 문서 목록-제 13 차 공개분
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일어판 홈페이지 중, “도서
관(NEAR 센터 도서 자료실 소장자료)>장서목록>【특수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노가(宇野家)문서 디지털 라이브라리（http://near-archive.jp/）
본 디지털 라이브라리는 시마네현 오키군 벳푸(島根県隠岐郡別府)에서 대를 이어 궁사
(宮司)를 맡았던 우노가(宇野家)에 에도(江戸)시대부터 전해져온 신도(神道)를 중심으
로 한 고문서（和書）74 점 중에서 이제까지 활자간행되지 않았던 귀중서 31 점을 「우노
가문서(宇野家文書)」로써 서지정보도 포함한 전문을 화상으로 널리 공개하는 것입니
다.
본 디지털 라이브라리 구축에는 시마네현립대학학술교육연구특별조성금(「島根県立大学
平成 27・28 年度学術教育研究特別助成金（共同研究分）
」)의 조성을 받았습니다.

６．외부 지원금의 획득
○센터 연구원의 외부자금 획득상황 (획득년도순)
・리 샤오동 연구원「중국 격차사회에서의 ‘연계(つながり)’의 생성 –기층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을 단서로 해서」 (과학연구비보조금・ 기반연구[B])
・이시다 도루 연구원「전근대 일조관계에 있어서의 <訳官使（문위행;問慰行)>의 기초적연구」
(학술연구조성기금조성금・ 기반연구[C])
・이노우에 오사무 연구원「18・19 세기 몽골어 연대기의 기술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과학
연구비보조금 기반연구[C])
・ 에구치 신고 연구원「현대중국의 『협상민주』와 가버넌스의 근대화 –권위주의체제의
재구축을 둘러싸고」 (과학연구비보조금・ 기반연구[C])

□센터연구원소개
NEAR 센터・센터장 (연구원 겸임)：리 샤오동 (LI Xiaodong)
시마네현립대학교 대학원 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종합정책학부・교수. 박사(정치학).
전공：근대중일관계사, 근대중국정치사상사, 중국지역연구.
NEAR 센터・부센터장（연구원 겸임）：후쿠하라 유지（FUKUHARA Yuji）
시마네현립대학교 대학원 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종합정책학부 교수. 박사(학술).
혹카이도대학 슬러브・유라시아연구센터 경계연구공동연구원
전공： 국제관계사, 한반도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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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센터・센터장 보좌（연구원 겸임）：이시다 도루 (ISHIDA Toru)
시마네현립대학교 대학원 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종합정책학부 부교수. 박사(정치학).
전공: 일본정치사, 일조관계사.

연구원 (일어 50 음순)
이정길 (LEE Jungkil)
인간문화연구기구 종합인간문화연구추진센터연구원/시마네현립대학교 북동아시아지역연구
센터연구원. 박사(법학).
전공:정치학, 현대한국정치, 비교정치.
이노우에 아쯔시 (INOUE Atsushi)
시마네현립대학교 대학원 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종합정책학부 교수.
전공: 일본사상사, 동아시아 유교사상.
이노우에 오사무（INOUE Osamu）
시마네현립대학교 대학원 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종합정책학부 교수. 박사(문학).
와세다대학 중앙유라시아역사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
전공： 몽골사.
에구치 신고 (EGUCHI Shingo)
시마네현립대학교 부학장/ 대학원 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장／종합정책학부 교수. 박사(정치
학).
전공：정치학, 현대중국정치.
고일 (KO Il)
시마네현립대학교 북동아시아지역연구센터 촉탁조수 (조교;한국어 담당). 박사(법학).
전공:동아시아국제관계사, 조선/한국현대사.
사토우 타케시 (SATO Takeshi)
시마네현립대학교 대학원 북동아시아연구과／종합정책학부 부교수.
전공: 국제관계론, 동아시아 안전보장론, 미국의 대아시아태평양정책.
토요타 토모요 (TOYOTA Tomoyo)
시마네현립대학교 대학원 북동아시아개발연구과／종합정책학부 부교수. 박사(학술).
전공:환경경제학, 개발경제학.
하마다 야스히로 （HAMADA Yasuhiro）
시마네현립대학교 종합정책학부 부교수. 박사(정치학)
전공: 독일정치사상사, 독일원자력법.
뭉흐 달라이 (Möngkedalai)
시마네현립대학교 북동아시아지역연구센터 촉탁조수 (조교;중국어 담당). 박사(학술).
전공: 언어학, 몽골어, 알타이 제어, 중국어.
야마모토 켄소(YAMAMOTO Kenso)
시마네현립대학교 종합정책학부 부교수. 박사(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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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근대러시아정치사상사, 러시아지역연구.
와타나베 케이（WATANABE Kei）
시마네현립대학교 북동아시아지역연구센터 촉탁조수 (조교;러시아어 담당). 박사(문학)
전공: 러시아정교회사, 러시아종교사상사
NEAR 센터 명예연구원 (일어 50 음순)
이이다 타이죠 (IIDA Taizo)
시마네현립대학교 명예교수, 호세이대학교 명예교수.
우노 시케아키（UNO Shigeaki）
시마네현립대학교 명예학장(명예교수), 세이케이대학교 명예교수.(고인)
□센터객원연구원 (2018 년 4 월 1 일 현재) 순서부동
시유완화（SHI Yuanhua） 중국・복단대학교 한국・조선센터 소장
세르게이・Ｉ・쿠즈네초흐（Sergey I. Kuznetsov） 러시아・이르쿠츠크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수와 쥰이치로（SUWA Junichiro） 히로사키대학교 국제교육센터 부교수
루 시준（LU Xijun） 다이토문화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당옌샤（TANG Yanxia） 아이치대학교 현대중국학부・대학원중국연구과 교수
수과와라 히카루（SUGAWARA Hikaru） 센슈대학교 법학부 교수
라이한스렌 아루탄쟈야（Lhaikhansuren Altanzaya） 몽골・몽골국립교육대학교 교수
언드르나（Unduruna）중국・내몽골대학교 민족학・사회과학학원 부교수
우스마노봐 라리사（Usmanova Larisa） 러시아・카잔연방대학교 사회학부 부교수
유첸（YU Chen） 요코하마구국립대학 국제전략추진기구 부교수
짜오샤오홍（ZHAO Xiaohong） 중국・절강대학교 인문학원 역사계 강사
이양희（LEE Yanghee） 효고대학교 현대비지니스학부 현대비지니스학과 교수
김준행（KIM Jun Haeng） 칸세이가쿠잉대학교 강사
니시노 카나（NISHINO Kana） 도쿄공업대학교 국제실 특임부교수
우치다 타카시（UCHIDA Takashi） 오사카대학교 일본어일본문화교육센터 강사
김선희（KIM Soni） 한국・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짱샤오두어（ZHANG Shaoduo） 중국・상해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외교사무연구원 연구
원
사와메 켄스케（SAWAME Kensuke） 세이케이대학교 객원연구원
장기선（JANG Gisun） 도호쿠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전문연구원
박창건（PARK Chang-Gun） 한국・국민대학교 글로벌인문지역대학 일본학과 부교수,동아
시아전략연구소 부소장
아라이 켄이치로（ARAI Kenichiro） 번역가
왕횡（WANG Feng） 시마네현립대학교 북동아시아지역연구센터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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