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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1. 설립목적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의 연구를 통해 한일간의 상호이해 증
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고자 1979년 9월, 한국 최초로 설립된 일본학 관련 특성화 연구소
다. 그동안 본 연구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온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 심화하
면서 상호공존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해왔다. 

 ∎ 한일관계 관련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 정기 간행물과 연구도서 발간

 ∎ 한일관련 연구에 대한 연구비 보조 

 ∎ 국내외 저명인사 초빙과 연구 인력의 해외파견

 ∎ 일본학 관련 자료/도서실 운용 

본 연구소는 설립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일본 교토의 ‘왕이호일본학연구재단(王利鎬日本學硏
究財團)’으로부터 특별연구기금을 지원받으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98년 
12월 신한은행 이희건 전회장의 지원으로 연구소 특별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 2월에는 
이시가미 젠노(石上善応) 교수의 지원으로 한일문화학술상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
술인프라 구축의 성과 위에서 현재까지 총 53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학술잡지 
『일본학』을 총45집까지 발행하며 학술적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7년 9월, 본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본 연구소는 “재일디아스포라의 생태학적 문
화지형과 글로컬리티”를 중점연구소사업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장기적인 연차 계획 하에 재
일디아스포라에 대한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수의 연구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자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방형 도서실을 운용하여 국내 최초의 재일디아스포라 전문 아카이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재일디아스포라 
연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소통, 확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중심 포털축, 나아가 해외 코리
안 디아스포라와 교류, 연대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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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1979.09.       한국 최초 일본학연구소 개설. 
               초대 연구소장 정재각 교수 취임
1980.03.       일본학연구소개설기념 제1회 국제학술강연회
1981.12.       학술지 『日本學』 창간, 제1집 발행

  1982
1982.09.       제2대 소장 김사엽 박사 취임

◎ 학술지 『日本學』 제2집~제9집 발행
◎ 제2회 국제학술대회~제15회 국제학술대회
   (‘한일양국문화의 특질’ 등 총14회 개최)

  1991
1991.03.       제3대 소장 신근재 교수 취임

◎ 학술지 『日本學』 제10집~제13집 발행
◎ 제16회 국제학술대회~제22회 국제학술대회
   (‘한국과 일본의 근대화와 전통사상’ 등 총7회 개최)

  1994
1994.09.      제4대 소장 신용태 교수 취임

◎ 학술지 『日本學』 제11집~제15집 발행
◎ 제23회 국제학술대회~제26회 국제학술대회
   (‘21세기 한일 국제화와 재일의 위상’ 등 총4회 개최)

  1997
1997.09.      제5대 소장 공로명 전 외교부장관 취임

◎ 학술지 『日本學』 제16집~제22집 발행
◎ 제27회 국제학술대회~제33회 국제학술대회
   (‘한일역사교류의 어제와 오늘’ 등 총7회 개최)

  2004

2004.05.      제6대 소장 홍윤식 박사 취임
2006.12.      일본 규슈대학 아시아종합정책연구센터와 공동프로젝트 
2007.01.      중국 사회과학연구소 일본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 학술지 『日本學』 제23집~제26집 발행
◎ 제34회 국제학술대회~제37회 국제학술대회
   (‘21세기 한일간의 상생을 위한 제문제’ 등 총4회 개최)

  2008

2008.07.     제7대 소장 남근우 교수 취임
2010.12.     학술지 『日本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11.07.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 학술지 『日本學』 제27집~제33집 발행 
◎ 제38회 국제학술대회~제45회 국제학술대회
   (‘재일코리안의 초국가주의’ 등 총8회 개최)

  2012~

2012.03.     제8대 소장 김환기 교수 취임
2010.12.     학술지 『日本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13.01.     학술지 『日本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2017.04.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선집 1~5권 출판
2017.08.     일본 규슈대학 한국학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7.09.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 제46회 국제학술대회~제53회 국제학술대회
  (‘재조일본인의 사회사’ 등 총8회 개최)

2018.05.     학술지 『日本學』 제34집~제46집 발행

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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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도

4. 공간

 
∎ 일본학연구소         서울시 중구 필동로 1-30, 동국대학교 만해관 B06호
              Tel. 02-2260-3512   Fax. 02-2272-6613
∎ 재일코리안 자료실    서울시 중구 필동로 1-30, 동국대학교 혜화관 323호

            Tel. 02-2290-1343   Fax. 02-2272-6613 
            E-mail  labjapanstudi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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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아젠다 수행 내용

1단계(2017.9-2020.8) ‘정치·경제’, ‘사회·교육’, ‘예술·체육’ 분야의 생태학적 기반연구
2단계(2020.9-2023.8) 융복합 창의연구

연구 활동

1. 대학중점연구소 연구기획

■ 아젠다 : 재일디아스포라의 생태학적 문화지형과 글로컬리티

본 연구소는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 통해 재일디아스포라1)

*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조사·
발굴·수집하고 이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체계화된 문화지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탈경계적이면서도 다중심적인’ 글로컬리티의 관점에서 재일디아스포라의 삶과 총체적
인 사회 기반 활동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식민지 시기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과 그들의 후손을 명명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재일한인, 재일조선
인, 재일동포,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한국인, 재일코리안, 자이니치 등의 명칭이 연구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
양한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 민족적 유래(ethnicity nationality)를 지닌 재일조선인·한국
인의 존재론적 위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재일디아스포라’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국적·지역의 배타적 경계
를 넘어 실존하는 재일의 글로컬리티(glocality)적 입장을 함의해서 표현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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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디아스포라 정치·경제, 사회·교육, 예술·체육 제 분야의 통합적 연구

  재일디아스포라 전문 자료실 구축 및 운용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시대 재일디아스포라 문화의 효용성 개진

  본 연구팀은 재일디아스포라에 관한 통합적 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재일디아스포라의 경제활동, 민속, 스포츠, 음악, 연극, 예능 등 제 분
야를 최대한 가시화하여 그 문화적 실천 행위들의 전체상을 온전히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재
일디아스포라 관련 자료를 ‘정치·경제’, ‘사회·교육’, ‘예술·체육’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
시 ‘인물+텍스트+커뮤니티’를 매개로 하여 재일디아스포라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일디아스포라 관련 자료를 조사·발굴하고 이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일디아스포
라 전문 자료실 구축과 운용을 연구의 한 축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과 자료 및 연구주제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연구자 간, 학제 간, 장르 간 연구를 주도하고자 
한다. 또한 자료실을 도서실로 운용·개방함으로써 일반 시민사회로 학문 활동을 확산시키고, 나
아가 해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교류·연대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재일디아스포라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는 오늘날 급속하게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사회에 문화적 소수자와 공존해가는 실천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의와 효용성을 담지한 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일디아스포라 문화가 지니는 현재
적 가치와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문화적 소수자와의 공생 모델을 모색하고 향후 
도래할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치 정립과 세계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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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사회·교육 예술·체육

생
태
학
적

기
반
연
구

1
차
년

  형성과 분화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일본 이
주 양상과 재일디아스포라 공
동체의 형성

・해방 직후 재일디아스포라 경
제 생태계의 태동

・해방공간의 재일조선인 사회
와 민족학교

・재일디아스포라 매체(신문,
잡지)의 출현과 주체 형성

・재일디아스포라 예술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전개 

・민족 차별과 스포츠 내셔
널리즘

2
차
년

정착과 혼종

・냉전기 재일디아스포라 사회
의 동요와 위축

・재일디아스포라 기업의 성장
과 확산

・재일디아스포라 지식인 계층
과 일본사회

・재일디아스포라 문화의 변용
과 민속·풍속·종교 

・재일디아스포라의 예술 
활동과 문화적 위상

・고도성장기 일본의 스포
츠 영웅 신화와 재일디아
스포라

3
차
년

길항과 공생

・재일디아스포라의 정계 진출
과 참정권 문제

・재일디아스포라 경제활동 스
펙트럼의 다양화와 사회 환원
의 진전

・재일디아스포라 민족교육의 
사회문화적 변동

・공생사회로의 모색과 귀속의
식의 이중화

・일본대중문화와 재일디아
스포라 문화예술의 공존  

・스포츠와 월경의 아이덴티
티

융
복
합

창
의
연
구

4
차
년

일본 내셔널리즘의 재등장과 재일디아스포라의 공존 모색
【일본 · 재일 · 내셔널리즘】

・일본의 문화 내셔널리즘과 재일디아스포라의 문화예술
・‘혐한’ 언설의 태동과 문화 내셔널리즘의 등장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재일디아스포라 민족교육의 진로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극복과 복수 아이덴티티의 긍정

5
차
년

통일시대 한반도와 재일디아스포라의 역할
【한반도 · 재일 · 통일】

・기민의 역사로서의 재일디아스포라와 한반도
・재일디아스포라 자본의 한반도 진출과 문화 학술계에의 기여
・남북한을 횡단하는 재일디아스포라의 내셔널 스포츠리즘 

6
차
년

글로컬 시대 다문화 공생을 위한 재일디아스포라의 복합적 가치
【글로컬 · 재일 · 평화】

・재일디아스포라의 글로벌 네트워크
・재일디아스포라의 공생 경험과 전세계 재외코리안과의 소통 인프라 구축 및 모색
・글로컬 시대 재일디아스포라 문화의 가치와 전망

3. 연차별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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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성 명 소 속 담 당

연구책임자 김환기 동국대 총괄
공동연구원 이진원 서울시립대 정치 경제 분야
공동연구원 김웅기 홍익대 정치 경제 분야
공동연구원 이승희 동덕여대 정치 경제 분야
공동연구원 박광현 동국대 사회 교육 분야
공동연구원 이한정 상명대 사회 교육 분야
공동연구원 정수완 동국대 예술 체육 분야
공동연구원 유임하 한국체육대 예술 체육 분야
공동연구원 이용규 동국대 자료실 및 DB구축

성 명 소 속 담 당

이승진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정치 경제 분야
신승모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사회 교육 분야
한정선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예술 체육 분야

성 명 소 속 담 당

이대범 동국대 박사과정 예술 체육 분야

김종희 동국대 박사과정 정치 경제 분야

이나이 아야 동국대 석사과정 예술 체육 분야

조하민 동국대 석사과정 정치 경제 분야

이종현 동국대 학부 사회 교육 분야

신이수 동국대 학부 사회 교육 분야

김영준 동국대 학부 자료실 및 행정

4. 연구팀 구성

중점연구사업팀은 연구책임자(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된다.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전임연구원

○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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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제1회 초청강연

    『화산도』의 저자 김석범과 문학

  · 일시 : 2017년 9월 19일(화) 10:30-12:00
  · 장소 :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 주최 :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주제   두 개의 이름
　　　-헤이트스피치가 계속되는 국가에서
    (二つの名前─ヘイトスピーチが続く国で）

□ 발표   니시지마 신지(西嶋真司) 감독
□ 일시   2017년 11월 1일(수) 15:00-16:30
□ 장소   동국대학교 혜화관 324호
□ 언어   일본어(한국어 동시통역)

학술 교류 (2017.9～）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2017년 9월 1일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이후, 초청강연, 콜로키움을 통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실시하고 국제학술대회
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과 학술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소 및 재일단체들
과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 초청강연

 ∎ 제1회 초청강연 

                    

2. 콜로키움

∎ 제1회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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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조선학교, 우리학교
　　　　

□ 발표   김명준 감독
□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5:00-16:30
□ 장소   동국대학교 혜화관 324호

 

■ 주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서정완 소장님 초청 콜로키움
　　　　

□ 발표   서정완 소장
□ 일시   2017년 12월 8일(수) 16:30-18:00
□ 장소   동국대학교 만해관 세미나실 B375

 

동아시아와 동시대일본어문학 포럼 
<언어권과 디아스포라문학>

東アジアと同時代日本語文学フォーラム
<言語圈とディアスポラ文学>

　　　　
 · 일시 : 2017년 10월 27일-29일
 · 장소 : 동국대학교·고려대학교
 · 주최 :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센터 공동 주최

∎ 제2회 콜로키움

∎ 제3회 콜로키움

3.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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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기관과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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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행물 (2015～）

1. 학술지(연2회)
학 술 지 명 발간부수 발간년월일

『日本學』 제40집
기획주제 : 한일 언어경관연구의 사회언어학적 전망 250부 2015.05.31.

『日本學』 제41집
기획주제 : 전후 한일 대중문화가 품어온 공동의 열망 250부 2015.11.30.

『日本學』 제42집
기획주제 :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의 글로컬리즘과 문화정치학 250부 2016.05.31.

『日本學』 제43집
기획주제 : 일본의 우경화와 헤이트스피치 250부 2016.11.30.

『日本學』 제44집
기획주제 : 현대 일본사회의 정치적 함의와 제문제 250부 2017.05.31.

『日本學』 제45집
기획주제 : 일본의 미디어와 문화적 현상 250부 2017.11.30.

2. 번역서
번 역 서 명 발간부수 발간년월일

 『‘재일’이라는 근거』 1,000부 2016.03.31
 『1945년 여름』 1,000부 2017.04.27
 『전야』 1,000부 2017.04.28
 『재일디아스포라 시 선집』 1,000부 2017.04.30
 『재일디아스포라 소설 선집1』 1,000부 2017.04.30
 『재일디아스포라 소설 선집2』 1,000부 2017.04.30
 『재일디아스포라 평론 선집』 1,000부 2017.04.30

3. 연구서
연 구 서 명 발간부수 발간년월일

 『재일디아스포라문학의 글로컬리즘과 문화정치학』 1,000부 2017.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