ご招待のあいさつ

HK+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は、〈ポスト帝国の文化権力と東アジ
ア〉なるアジェンダで2017年より大韓民国政府教育部傘下の韓国
研究財団が支援する人文韓国プラス(HK+)事業に取り組んでおりま
す。そして、その実践の一環としてこの度2022年7月15日より16日ま
での二日間、東アジアの研究者を招聘して国際シンポジウムを開催
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7月15日は「ポスト帝国の心象空間としての東アジア」というテ
ーマで、第一部に二つの発表と中間討論を配置し、第二部の三つの
発表と中間討論を経て、第三部では「帝国の実態とポスト帝国の心
象空間」なるテーマでの全体討論を予定しております。歴史的事実
としての実態と、それを語る叙述・記憶のあいだに介在する差異す
なわち異同が創り出すのは何であるかについて考えてみるのも〈ポ
スト帝国の文化権力と東アジア〉研究を進めるうえで必要な過程の
一つと考えております。
続く7月16日は「文学：ポスト帝国の文化権力を考える」という
テーマで、第四部に三つの発表と中間討論を配置し、第五部の四つ
の発表と中間討論を経て、第六部では「文学：東アジア和解の可能
性」というテーマで全体討論を予定しております。歴史記録は勝者
の叙述であり、文学は勝者の英雄談であったり敗者の痛みと苦悩が
文学として昇華した場合が多いと言えます。このような文学という
空間＝媒体が歴史の痛みを確認し傷跡を慰撫することに留まるので
はなく、これを乗り越えて東アジアの和解と共存のための媒体文化
として作動し得るのかについての議論を期待しております。
冷戦体制の崩壊を経て20世紀を終えながらわたしたちは21世紀
を向かえる時、多くの希望を語っては託しました。しかし、残念
ながら、その実態は、本研究所が〈ポスト帝国の文化権力と東アジ
ア〉アジェンダを準備していた当時の世界はその間隠蔽されていた
帝国主義的な願望がうごめいていました。当時、米国は「America
First」を叫び、中国は「奮發有爲」を掲げ、日本は「戦争のできる
国」を叫んでおりました。その後、香港やミャンマーでの民主主義
の挫折を経て、今日でも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から見て取れるよ
うに覇権主義が澎湃たる波のように押し寄せています。このような
状況のなかで、われわれ人文学は、韓国の日本学は何ができ、何を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について悩むのがこの〈ポスト帝国の文化
権力と東アジア〉というアジェンダです。
猛暑の続く中、ご多忙のこととと存じますが、貴重なご意見や助
言を以て今回の国際シンポジウムがお互いの考えを共有する有益な
場になるようご一緒していただければ幸甚でありますことを申し上
げて、ご招待のあいさつに代えたいと思います。

2022年 7月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
所長 徐 禎 完

2022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국제심포지엄

翰林大学校 日本学研究所

国際シンポジウム
7.15(Fri)-7.16(Sat)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翰林大学校 国際会議室)
Zoom Webinar
회의아이디(ミーティングID) : 871 0126 9542
암호(パスワード) : 513853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Tel 82-033-248-3216
e-mail japan@hallym.ac.kr

Fax 82-033-248-3219
http://japan.hallym.ac.kr

Zoom www.zoom.us

주최

主催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翰林大学校 日本学研究所

후원

後援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韓国敎育部

韓国研究財団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아젠다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로 2017년부터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
이 지원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에 대한 실천의 하나로 이번 2022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에 걸쳐서 동아시아의 연구자를 초빙해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7월 15일은 ‘포스트제국의 심상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라는 주
제로 제1부에 두 개의 발표와 중간토론을 배치하고, 제2부에서 세
개의 발표와 중간토론을 거쳐서 제3부에서 ‘제국의 실태와 포스트
제국의 심상공간’이라는 주제로 전체토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역
사적 사실로서의 실태와 그에 관한 서술·기억 사이에 개재하는 차이
(差異) 즉 이동(異同)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
는 것도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수행에 필요한 과정
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월 16일은 ‘문학: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을 생각하다’
라는 주제로 제4부에 세 개의 발표와 중간토론을 배치하고, 제5부
에서 네 개의 발표와 중간토론을 거쳐서 제6부에서 ‘문학: 동아시아
화해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전체토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은 승자의 서술이며, 문학이라는 것은 승자의 영웅담이거나 패
자의 아픔이 문학으로 승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학이라는
공간=매체가 역사의 아픔을 확인하고 상처를 위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이를 뛰어넘어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을 위한 매체문화로 작
동되는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냉전체제의 붕괴를 거쳐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21세기
에 많은 희망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단이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아젠다를 준비할 때 세계는 그동안 은폐되
어 있던 제국주의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America First’를 외쳤으며, 중국은 ‘奮發有爲’를 천명하였고, 일본
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 홍콩과 미
얀마에서의 민주주의의 좌절을 거쳐, 지금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패권주의로 팽배한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문학은, 한국의 일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저희 아젠다<포
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속에 다망하신 줄 아오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좋은 말씀과 조언으로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서로의 생각
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초청의 인사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서 정 완

PROGRAM

초대의 글

7.15

포스트제국의 심상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

10:00~ 접수 ZOOM시스템 조정, 통역부스 조정
10:30~ 개회 인사
10:40~ 발표준비·설정

제1부 | ‘포스트제국’의 시작과 국민국가 재편
10:50~ 발표1

대일본제국의 붕괴와 국민국가의 재편
― 제국 신민에서 일본 국민으로

11:20~ 발표2 전후 대만인의 해외 이주와 독립운동의 전개
11:50~ 중간토론 송석원 (경희대학교)
12:30~
중식・휴식

사회：임성숙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서정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사회：전성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가토 기요후미 (加藤聖文, 국문학연구자료관)
허이린 (何義麟, 국립타이베이교육대학)

제2부 | 대동아공영권에서 ‘포스트제국의 동아시아’로

사회：김웅기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제3부 | 제국의 실태와 포스트제국의 심상공간

사회：전성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4:00~
14:30~
15:00~
15:20~
15:50~

발표3
발표4

제국의 틈새에서 살았던 ‘혼혈’: 구 남양군도 사례 이이타카 신고 (飯高伸五, 고치현립대학)
사할린 한인문제의 균열선과 인식의 착종
오일환 (중앙대학교 대학원 동북아학과)
휴식
발표5 1965년 재고: 망각과 상기의 결절점(結節点)으로서 야스오카 켄이치 (安岡健一, 오사카대학)
중간토론 임성숙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서동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16:30~ 전체토론 발표자・토론자 전원 참가
17:50~ 인사말
18:30~ 만찬

7.16

문학：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을 생각하다

09:00~ 접수 ZOOM시스템 조정, 통역부스 조정
09:25~ 인사말

제4부 | 구조화와 길항의 자장으로서의 문학
09:30~ 발표6
10:00~ 발표7

10:30~ 발표8
11:00~
11:10~ 중간토론
11:50~

서정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서정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사회：전성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발리섬 문학표상을 통해서 보는 포스트제국의
쓰치야 시노부 (土屋忍, 무사시노대학·무사시노문학관)
문화권력 ―이케자와 나쓰키 『花を運ぶ妹』 론―
포스트제국과 전후 마이너리티 문학:
1950년대를 중심으로

곽형덕 (명지대학교)

근현대 오키나와문학에서 보이는 단카(短歌)의 전개 야라 겐이치로 (屋良健一郎, 메이오대학)
휴식
손지연 (경희대학교)
중식・휴식

제5부 | 권력 속 문학, 문학 속 권력

사회：김웅기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3:30~ 발표9

1950년대 초기 금서(禁書) 정책과 중국어 통속출판 장웬칭 (張文菁, 아이치현립대학)

14:30~

휴식

누구의 ‘향토’인가:
14:00~ 발표10
1930년대와 1970년대 대만의 ‘향토문학’ 논쟁

우 페이첸 (呉佩珍, 국립정치대학대만문학연구소)

라디오 방송이 낳은 소리 없는 목소리와
14:40~ 발표11 목소리 없는 사람들: 점령기 일본에서의
‘마이크 해방’에 대한 비판적 담화연구

오타 나나코 (太田奈名子, 세이센여자대학)

제6부 | 문학：동아시아 화해의 가능성

사회 : 서정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15:10~ 발표12 김석범 문학에 나타난 포스트제국의 증상과 그 의미 조수일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5:40~ 중간토론 이한정(상명대학교), 조정래(한림대학교), 송석원(경희대학교)
16:20~
휴식
16:30~ 전체토론 발표자・토론자 전원 참가
18:00~ 폐회 인사
18:30~ 만찬

서정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7.15

ポスト帝国の心象空間としての東アジア

ZOOM・通訳システム調整
10:00~ 受付
10:30~ 開会のあいさつ
10:40~ 発表準備・設定

第一部 | 「ポスト帝国」のはじまりと国民国家の再編
10:50~ 発表1

大日本帝国の崩壊と国民国家の再編
― 帝国臣民から日本国民へ

11:20~ 発表2 戦後台湾人の海外移住とその独立運動の展開
11:50~ 中間討論 宋錫源(慶熙大学政治外交学科)
昼食・休憩
12:30~

司会：林聖淑(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
徐禎完(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 所長)
司会：全成坤(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
加藤聖文(国文学研究資料館)

何義麟(国立台北教育大学台湾文化研究所)

第二部 | 大東亜共栄圏から「ポスト帝国の東アジア」へ 司会：金雄基(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
14:00~
14:30~
15:00~
15:20~
15:50~

発表3
発表4

帝国の狭間に生きた「混血」― 旧南洋群島の事例から 飯高伸五(高知県立大学文化学部)
サハリン韓人問題の亀裂線と認識の錯綜
呉日煥(韓国・中央大学大学院 東北亜学科)
休憩
発表5 1965年再考―忘却と想起の結節点として
安岡健一(大阪大学大学院人文学研究科)
中間討論 林聖淑(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徐東周(ソウル大学日本研究所)

第三部 | 帝国の実態とポスト帝国の心象空間
16:30~ 全体討論 発表者・討論者 全員参加
17:50~ あいさつ
18:30~ 晩餐会

7.16

第四部 | 構造化と拮抗の磁場としての文学
10:00~ 発表7

10:30~ 発表8
11:00~
11:10~ 中間討論
11:50~

徐禎完(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 所長)

文学：ポスト帝国の文化権力を考える

ZOOM・通訳システム調整
09:00~ 受付
09:25~ あいさつ

09:30~ 発表6

司会：全成坤(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

徐禎完(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 所長)

司会：全成坤(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

バリ島の文学的表象をとおしてみるポスト帝国の
土屋忍(武蔵野大学文学部・むさし野文學館 館長)
文化権力―池澤夏樹『花を運ぶ妹』論―
ポスト帝国と戦後マイノリティー文学
―1950年代を中心に
近現代沖縄における短歌の展開
休憩
孫知延(慶熙大学日本語学科)
昼食・休憩

郭炯德(明知大学日語日文学科)
屋良健一郎(名桜大学国際学部)

第五部 | 権力の中の文学、文学の中の権力

司会：金雄基(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

誰の「鄕土」なのか：1930年代と1970年代に
14:00~ 発表10
おける台湾「鄕土文学」論争

呉佩珍(国立政治大学台湾文学研究所)

13:30~ 発表9

1950年代初期の禁書政策と中国語通俗出版

14:30~

休憩

張文菁(愛知県立大学外国語学部)

ラジオ放送が生む声なき声と、声なき人々
14:40~ 発表11 ―占領期日本における
「マイクの開放」を批判的談話研究する

太田奈名子(清泉女子大学)

第六部 | 文学：東アジア和解への可能性

司会：徐禎完(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 所長)

15:10~ 発表12 金石範文学に現れたポスト帝国の症状とその意味 趙秀一(東国大学日本学研究所)
15:40~ 中間討論 李漢正(祥明大学グロバール地域学部)、 趙正來(翰林大学中国学科)、 宋錫源(慶熙大学政治外交学科)
休憩
16:20~
16:30~ 全体討論 発表者・討論者 全員参加
18:00~ 閉会のあいさつ
18:30~ 晩餐会

徐禎完(翰林大学日本学研究所 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