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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재일디아스포라의 생태학적 문화지형과 글로컬리티>라는 아젠다로 한국연구재단

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일디아스포라 연구는 재일조선인이라는 역사적 특수성

과 민족정체성의 관점에서 역사, 사회학,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재일코리안, 코리안 디

아스포라 연구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중층적이고 다원적인 입장을 지닌 재일디

아스포라의 삶과 일상의 경험은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단선적인 독법만으로는 충분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소수

의 지적 엘리트들의 담론만으로 해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재일디아스포라에 관한 통합적 연

구를 목표로 지금까지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재일코리안의 정치·경제, 사회·교육, 예술·체육 등을 최대한 가시화하여 

그 문화적 실천행위의 전체상을 온전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반연구를 바탕으로 각 학문분야

의 경계를 넘어 학제적 융복합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재일디아스포라 문화지형의 유기적인 구조를 해명하고 문화생산의 

동력을 규명하여 21세기 재일코리안,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를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본 연구소의 재일디아스포라에 관한 통합적 연구는 오늘날 급속하게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과 일

본사회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탈경계적인 전지구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지구화 시

대의 모든 문화적 행위는 본질적으로 경계 위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로컬(local)과 그를 초월하는 글로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로컬리티(locality)를 창조하는 형태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동성을 ‘글로컬리티

(glocality)’로 포착한 본 연구팀의 아젠다는 다양한 문화적 소수자와 어떻게 대화하며 소통하고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일 양국의 화해,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 구축에 기

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현재적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재일디아스포라의 문화경험과 정체성은 100년이 넘는 역사

성뿐만 아니라 월경과 이주의 경험, 중심과 주변을 횡단해온 간고하고도 소중한 문화경험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결과물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와의 연계를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김 환 기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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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의 연구를 통해 한일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고자 1979년 

9월, 한국 최초로 설립된 일본학 관련 특성화 연구소다. 그동안 본 연구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온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 심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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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받으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98년 12월 신한은행 이희건 전회장의 지원으로 연구소 특별기금이 조성되었

으며, 2002년 2월에는 이시가미 젠노(石上善応) 교수의 지원으로 한일문화학술상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인프라 구

축의 성과 위에서 현재까지 총 56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학술잡지 『일본학』을 총48집까지 발행하며 학술적 교류에 이

바지하고 있다. 

2017년 9월, 본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

였다. 본 연구소는 “재일디아스포라의 생태학적 문화지형과 글로컬리티”를 중점연구소사업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장기적인 연차 

계획 하에 재일디아스포라에 대한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실질적인 협력 체제

를 구축하고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자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방형 도서실을 운용하여 국내 최초의 재일디아

스포라 전문 아카이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재일디아스포라 연구에 대한 다

양한 의견을 소통, 확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중심 포털축, 나아가 해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교류, 연대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

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01 설립목적

연구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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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혁

1979 2004

1982

2008

 1991

 20121994

1997

1979.09  한국 최초 일본학연구소 개설 

                초대 연구소장 정재각 교수 취임

1980.03 일본학연구소 개소 기념 제1회 국제학술강연회

1981.12  학술지 『日本學』 창간, 제1집 발행

2004.05  제6대 소장 홍윤식 박사 취임

2006.12  일본 규슈대학 아시아종합정책연구센터와 

 공동프로젝트 

2007.01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일본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학술지 『日本學』 제23집~제26집 발행

 제34회 국제학술대회~제37회 국제학술대회

 (‘21세기 한일 간의 상생을 위한 제 문제’ 등 총 4회 개최)1982.09 제2대 소장 김사엽 박사 취임

 학술지 『日本學』 제2집~제9집 발행

 제2회 국제학술대회~제15회 국제학술대회

    (‘한일 양국 문화의 특질’ 등 총 14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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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회 개최)

1991.03 제3대 소장 신근재 교수 취임

 학술지 『日本學』 제10집~제13집 발행

 제16회 국제학술대회~제22회 국제학술대회

   (‘한국과 일본의 근대화와 전통사상’ 등 총 7회 개최)

2012.03 제8대 소장 김환기 교수 취임

2013.01 학술지 『日本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2016.03 재일동포 김종태기금 조성

2017.09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학술지 『日本學』 제34집~제48집 발행

 제46회 국제학술대회~제56회 국제학술대회

    (‘재조일본인의 사회사’ 등 총 8회 개최)

2019.06 일본학연구소 개소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1994.09 제4대 소장 신용태 교수 취임

 학술지 『日本學』 제11집~제15집 발행

 제23회 국제학술대회~제26회 국제학술대회

   (‘21세기 한일 국제화와 재일의 위상’ 등 총 4회 개최) 

1997.09 제5대 소장 공로명 전 외교부장관 취임

 학술지 『日本學』 제16집~제22집 발행

 제27회 국제학술대회~제33회 국제학술대회

    (‘한일 역사교류의 어제와 오늘’ 등 총 7회 개최)

1998.12  재일동포 이희건기금 조성 

2002.02 이시가미 젠노(石上善応) 교수 한일문화학술상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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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간

03 조직도

서울시 중구 필동로 1-30, 동국대학교 만해관 B06호

Tel. 02-2260-3512   Fax. 02-2272-6613

서울시 중구 필동로 1-30, 동국대학교 혜화관 323호

Tel. 02-2290-1343   

E-mail  labjapanstudies@naver.com

일본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팀

연구책임자

정치·경제

공동연구원 ▶ 국내 공동연구원 ▶ 국내 공동연구원 ▶ 국내 공동연구원 ▶ 국내

연구보조원공동연구원 ▶ 해외 공동연구원 ▶ 해외 공동연구원 ▶ 해외

전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사회·교육 예술·체육 자료실 + 연구관리평가

재일코리안 자료실일본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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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

01 대학중점연구소 연구기획

아젠다 : 재일디아스포라의 생태학적 문화지형과 글로컬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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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소는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 통해 재일디아스포라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조사·발굴·수집하고 이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체계화된 문화지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탈경계적이면서도 다중심적인’ 글로컬리티의 관점에서 

재일디아스포라의 삶과 총체적인 사회 기반 활동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 경제

인물

텍스트

커뮤니티

조사·발굴·수집

자료실 운용

기반·융합 연구

사회 교육

예술 체육

재일 
디아스포라의

 문화지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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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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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를 최대한 가시화하여 그 문화적 실천 행위들의 전체상을 온전히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재일디아스포라 관련 자료를 ‘정치·경제’, ‘사회·교육’, ‘예술·체육’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인물+텍스트+

커뮤니티’를 매개로 하여 재일디아스포라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일디아스포라 관련 자료를 조사·발굴하고 이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일디아스포라 전문 자료실 구축과 운용을 연구의 

한 축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자료 및 연구주제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연구자 간, 학제 간, 장르 간 

연구를 주도하고자 한다. 또한 자료실을 도서실로 운용·개방함으로써 일반 시민사회로 학문 활동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해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교류·연대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재일디아스포라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는 오늘날 급속하게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사회에 문화적 소수자

와 공존해가는 실천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의와 효용성을 담지한 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일디아스포라 

문화가 지니는 현재적 가치와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문화적 소수자와의 공생 모델을 모색하고 향후 도래할 다문화사회

를 위한 가치 정립과 세계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재일디아스포라 관련 자료의 조사·발굴·수집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 2차 자료수집

· 재일디아스포라 특성화 자료실 구축

정치·경제, 사회·교육, 예술·체육 분야의 기반 연구

· 분과별 자료 통합, 정리, 분석

· 통합된 자료에 기반한 다양한 심화연구 수행

학제간 융복합적 창의 연구

· 글로벌 연구 네트워킹을 통한 학제간 연구 추진

· 국제학술대회 및 개방형 연구회 개최

재일디아스포라 문화지형 구축 및 사회 확산

· 대학 내 전공강의 및 시민강좌 개설

· 시민 개방형 도서 소장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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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차별 연구계획

정치·경제 사회·교육 예술·체육

생

태

학

적

기

반

연

구

1차년

  형성과 분화

·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일본 이

주 양상과 재일디아스포라 공

동체의 형성

· 해방 직후 재일디아스포라 

경제 생태계의 태동

· 해방공간의 재일조선인 사회

와 민족학교

· 재일디아스포라 매체(신문,잡

지)의 출현과 주체 형성

· 재일디아스포라 예술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전개 

· 민족 차별과 스포츠 

내셔널리즘

2차년

정착과 혼종

· 냉전기 재일디아스포라 사회의 

동요와 위축

· 재일디아스포라 기업의 성장과 

확산

· 재일디아스포라 지식인 계층과 

일본사회

· 재일디아스포라 문화의 변용과 

민속·풍속·종교 

· 재일디아스포라의 예술 활동과 

문화적 위상

· 고도성장기 일본의 스포츠 

영웅 신화와 재일디아스포라

3차년

길항과 공생

· 재일디아스포라의 정계 진출과 

참정권 문제

· 재일디아스포라 경제활동 스

펙트럼의 다양화와 사회 환원

의 진전

· 재일디아스포라 민족교육의 

사회문화적 변동

· 공생사회로의 모색과 귀속의식

의 이중화

· 일본대중문화와 재일디아스포라 

문화예술의 공존  

· 스포츠와 월경의 아이덴티티

융

복

합

창

의

연

구

4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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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년

통일시대 한반도와 재일디아스포라의 역할

(한반도 · 재일 · 통일)

· 기민의 역사로서의 재일디아스포라와 한반도

· 재일디아스포라 자본의 한반도 진출과 문화 학술계에의 기여

· 남북한을 횡단하는 재일디아스포라의 내셔널 스포츠리즘 

6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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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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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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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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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연구원

성 명 소 속 담 당

이지영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정치 경제 분야

이영호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사회 교육 분야

한정선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예술 체육 분야

연구보조원

성 명 소 속 담 당

이대범 동국대 박사과정 예술 체육 분야

이나이 아야 동국대 석사과정 예술 체육 분야

이종현 동국대 석사과정 정치 경제 분야

김영준 동국대 석사과정 사회 교육 분야

신이수 동국대 석사과정 사회 교육 분야

임지훈 동국대 학부 자료실 및 행정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학술교류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11

학술교류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2017년 9월 1일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이후, 초청강연, 콜로키움을 통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실시하고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과 학술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소 및 재일단

체들과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01 초청강연

『화산도』의 저자 김석범과 문학

강연   김석범(재일코리안 작가)

일시   2017년 9월 19일(화) 10:30-12:00

장소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자이니치 2세의 삶을 통하여 보이는 것들

강연   김종태(재일코리안 경제인)

일시   2018년 5월 29일(화) 14:00-15:20

장소   동국대학교 명진관 128호

1회 초청강연

2회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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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삼천리』에서 만난 재일코리안 작가들

강연   고이삼(재일코리안  출판사대표)

일시   2018년 10월 23일(화) 15:00-16:00

장소   동국대학교 법학관 B375호

<센난 석면 피해 배상 소송> 상영회

하라 가즈오(原一男) 감독 초청강연

강연   하라 가즈오(영화감독)

일시   2018년 6월 14일(목) 14:00-18:45

장소   동국대학교 혜화관 328호

디아스포라로서의 재일동포

강연   왕청일(왕이호일본학연구재단 이사장)

일시   2018년 8월 27일(월) 14:00-15:00

장소   동국대학교 명진관 A121호

3회 초청강연

4회 초청강연

5회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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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코리안으로서

한국영화계에서 활동한다는 것 

강연   김인우(재일코리안 배우)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17:00-18:00

장소   동국대학교 혜화관 324호

재일코리안의 연극활동과 민족교육

강연   김철의(재일코리안 연극연출가)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16:00-17:30

장소   동국대학교 명진관 A121호

 월드옥타-세계를 누비는 한인무역인

강연   주대석(World OKTA 부회장)

일시   2019년 5월 3일(금) 16:30-18:00

장소   동국대학교 법학관 B375호

6회 초청강연

7회 초청강연

8회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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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콜로키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서정완 소장님 초청 콜로키움

발표   서정완(한림대 교수)

일시   2017년 12월 8일(수) 16:30-18:00

장소   동국대학교 법학관 B375호

조선학교, 우리학교

발표   김명준(영화감독)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5:00-16:30

장소   동국대학교 혜화관 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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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일시   2017년 11월 1일(수) 15:00-16:30

장소   동국대학교 혜화관 324호

언어   일본어(한국어 동시통역)

1회 콜로키움

2회 콜로키움

3회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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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Q점령기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치안정책

발표   이승희(동덕여대)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변화고찰

발표   황혜경(강남대)

일시   2018년 6월 15일(금) 19:00-21:00

장소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250호

독일 한인사회와 문학, 그리고 통일

발표   쾨펠 연숙(독일 한인 화가)

일시   2018년 11월 19일(월) 15:00-16:00

장소   동국대학교 법학관 B375호

고베(神戸)학생청년센터와 무궁화회, 그리고 나

발표   히다 유이치(飛田雄一, 활동가)

일시   2018년 4월 19일(목) 17:00-18:30

장소   동국대학교 법학관 B375호

4회 콜로키움

5회 콜로키움

6회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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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랩소디

- 지구 끝에서 던지는 이야기

발표   명세봉(파라과이 한인 경제인)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7:00-18:00

장소   동국대학교 법학관 B375호

브라질 한인문학, 어디쯤 와있나?

발표   안경자(브라질 한인 작가)

일시   2018년 11월 30일(금) 15:00-16:00

장소   동국대학교 법학관 B375호

한국 경제에 이바지한 재일 경제인

발표   홍성곤(재일코리안 경제인)

일시   2019년 2월 25일(월) 16:00-17:30

장소   동국대학교 명진관 A121호

7회 콜로키움

8회 콜로키움

9회 콜로키움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학술교류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17

03 국제학술대회

근대화와 민속연구

일시   2018년 2월 2일-3일

장소   동국대학교

주최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실천민속학회 

在日コリアン文学研究シンポジウム
(재일코리안 문학연구 심포지움)

일시   2019년 4월 13일(토) 10:00-16:00

장소   在日本韓国YMCA 9F 国際ホール

주최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국문학번역원 

駐日韓国大使館 韓国文化院 

早稲田大学 朝鮮文化研究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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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일본연구원 

1회 국제학술대회

2회 국제학술대회

3회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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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내외 기관과 교류 협력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해외 연구소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청암대 

재일코리안연구소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국내 연구소

서울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베 무궁화회

몽당연필

출판사 신간사

국내외 관련 단체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ACE 육성사업단

LINC 육성사업단

교내 연구소

연구 협업 체계 구축

일본

규슈대학 

아시아종합정책

연구센터

일본

도쿄가쿠게이대학 

KOREA 연구실

교토 왕예제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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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행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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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學』 제46집

기획주제 : 재일디아스포라 문화생태계의 형성과 분화
250부 2018.05.31

『日本學』 제47집

기획주제 : 일본어학, 그리고 대조연구의 전개와 접근
250부 2018.11.30

『日本學』 제48집

기획주제 : 전후 일본 재일디아스포라 사회의 문화 변용 
250부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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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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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디아스포라문학의 글로컬리즘과 문화정치학』 1,000부 2017.04.30

 『축구와 내셔널리즘』 1,000부 2018.05.30

 『지평선』 1,000부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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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코리안 자료실

본 연구팀은 재일디아스포라의 경제, 스포츠, 음악, 미술, 연극, 예능 등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다양한 영역의 자료

를 발굴·연구하고, 자료실 개방을 통해 해당 자료를 일반사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및 DVD 소장 목록은 동국대학

교 일본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s://js.dongguk.edu/

(예시)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월

1 在日朝鮮人史年表 姜徹　編著 雄山閣 1983年 4月
2 オンドル夜噺 全鎮植 平凡社 1986年10月
3 図説 朝鮮と日本の歴史―光と影 前近代編 久保井規夫 明石書店 1994年9月
4 アジア市民と韓朝鮮人 徐龍達先生還暦記念委員会 編 日本評論社 1993年7月
5 近代朝鮮の変革思想 姜在彦 日本評論社 1973年6月
6 創氏改名 宮田節子 · 金英達 · 梁泰昊 明石書店 1992年1月
7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 原尻英樹 講談社現代新書 1998年7月
8 「金炳植事件」―その真相と背景 統一朝鮮新聞特集班 統一朝鮮新聞社 1973年6月
9 詩集 火の鳥 権五宅 紀尾井書房 1983年12月
10 大東亜戦争と日本映画 櫻本富雄 青木書店 1993年12月

(예시)

제목 감독 발매원 발매년도

1 今村昌平日活作品全集  1 今村昌平 ジェネオン エンタテ
インメント 2003

2 大島渚 DVD-BOX 1 大島渚 松竹 2006
3 大島渚 DVD-BOX 2 大島渚 松竹 2012
4 디어 평양 양영희 와이드미디어 2008
5 박치기 이즈츠 카즈유키 다우리엔터테이먼트 2006
6 굿바이 평양 양영희 비디오여행 2011
7 피와뼈 최양일 와이드미디어 2006
8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최양일 와이드미디어 2008
9 総長の首 中島貞夫 TOEI COMPANY,LTD. 2012
10 松竹DVDコレクション 男の顔は履歴書  加藤泰 松竹 2013

01 도서소장 목록 - 총887건 (2019.6 현재)

02 DVD소장 목록 - 총42건 (2019.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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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문강좌

재일디아스포라 문화에 대한 일반의 이해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시민인문강좌를 정부 기관과의 협업 하에 개설하여 연구 확장 차원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강좌안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K-MOOC에서 일본학연구소 소장 김환기교수가 제공하는 강좌입니다. 하와이 이주민부터 시작하여 

멕시코, 일본, 중국, 러시아, 북미, 남미, 독일에 이르기까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삶과 문학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의주제

1. 하와이, 멕시코 한인들의 삶과 문학

2. 구소련권 고려인과 중국 조선족의 삶과 문학

3. 재일코리안의 삶과 문학

4. 북미대륙(미국, 캐나다) 한인들의 삶과 문학

5. 남미지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한인들의 삶과 문학

6. 독일의 한인 광부/간호사 삶과 문학

K-MOOC   http://www.kmooc.kr/courses/course-v1:NRF+NRF02+2018_T2_0/ab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