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해양문화연구소협의회(WCMCI)
2018년 제9회 대표자회의
Ⅰ. 개요
1. 일시 : 2018. 3. 30. 20:00-21:00
2. 장소 : 부산 영도 목장원 오채담
3. 참가기관 및 참가자
고베대학 인문학연구과 해항도시연구센터(濱田麻矢)
나가사키대학 다문화사회학부(葉柳和則, 南誠)
중국해양대학 해양문화연구소(曲金良, 趙成國)
상하이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朱鸿召)
중산대학 국제문제연구원 동남아연구중심(袁丁)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강봉룡)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정문수, 이수열)

Ⅱ. 회의 안건
1. 2017년도 제8회 WCMCI 대표자회의 및 제7회 국제학술대회 보고
□ The 8th Director Meeting of WCMCI
·日時: 2017.05.20
·場所: Shanghai RuiYu Binguan
·主催: Institute of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es,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後援: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WCMCI
·日時: 2017.05.20
·場所: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Branch Office and Graduate School
·主催: Institute of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es,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後援: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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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2018년도 각 기관 경과보고

나가사키대학 다문화사회학부
[학술집회 개최]
나가사키대학 다문화사회학부 심포지엄 「다민족 일본(多みんぞくニホン)」의
형태-다문화 「공창(共創)」 사회의 실상」
▪ 개최 일시：2017년 7월 28일
▪ 개최장소： 나가사키대학 분쿄(文教) 캠퍼스

학술대회
나가사키대학 제3기 중점연구과제 「『리스크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인문사
회과학의 초역적(超域的) 연구 거점 형성」 주최 심포지엄 「리스크 사회를
둘러싼 인문사회과학의 초역적 틀 구축을 향하여」
▪ 개최일시：2018년 2월 7일
▪ 개최장소： 나가사키대학 분쿄(文教) 캠퍼스
1.

野上建紀：伊萬裏焼の生産流通史ー近世肥前磁器における考古學的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2017年02月
2.

Maria

Cruz

others：Historical

Berrocal,Cheng-hwa
Archaeology

of

Tsang,Nogami

Early

Modern

Takenori
Colonialism

and
in

Asia-Pacific(共著)¸University Press of Florida¸2017年10月
3.

Nishino Noriko, Aoyama Toru, Kimura Jun, Nogami Takenori, Le

Thi Lien：Nishimura Masanari’s Study of the Earliest Known Shipwreck
Found in Vietnam(共著)¸Asian Review of World Histories¸5號106頁-122頁
¸2017年10月
4.

野上建紀,エラディオ・テレロス・エスピノサ：コロンビアに渡った東

洋磁器(共著)¸多文化社會研究¸3號165頁-177頁¸2017年03月

학술잡지

5.

野上建紀：アジア・太平洋海域における有田焼交易ネットワークの考古

學的研究¸西岡総合印刷株式會社¸2017年03月
6.

野上建紀：五島列島福江島の田ノ江窯跡に関する測量調査ノート¸金沢

大學考古學紀要¸38號47頁-58頁¸2017年02月
7.

南誠、書評・依頼原稿

淺野慎一・佟岩著『中國殘留日本人の研究：ポ

スト・コロニアルの東アジアを生きる』、『移民政策研究 9號』移民政策學會、
185-187、201705.
8.

南誠、「多みんぞくニホン」のかたち—-多文化「共創」社會の実像、

『多文化社會研究 4號』長崎大學多文化社會學部、201803
9.

南誠、「多みんぞくニホン」の歴史と境界文化、『多文化社會研究

4

號』長崎大學多文化社會學部、201803.
10.

南誠、「中國帰國者」問題の研究可能性ー生成的な境界文化の探求をめ

ざしてー、『グローカリ研究 4號』成城大學グローカル研究センター、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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葉柳和則編 『長崎:記憶の風景とその表象』晃洋書房、2017.
葉柳和則

저역서

「長崎を観る」

木村直樹責任編集『大學的長崎ガイド』昭和堂、

2018、総計12ページ（印刷中）
葉柳和則 「いろんなガイドブックを開いてみよう」 木村直樹責任編集『大學的
長崎ガイド』昭和堂、2018、総計4ページ（印刷中）시아 이민과 해양사회(近
代以来亜州移民与海洋社会)』, 2014년, pp.107~117. 총323쪽.

Digital Data
Base
․ 나가사키에서 수출된 초콜렛컵 (초대강연) 나가사키 현 고고학회 대회, 「문
명의 크로스로드 나가사키」 2018
․ 도자기로부터 보는 나가사키와 해외의 물적 교류(초대강연)「끊임없이 이어
지는 나가사키와 중국의 끈」 기념강연 2017년 11월
․ 아시아의 바다를 넘은 도자기, 다문화사회학연구회「동아시아해역에서 조망
하는 세계사」 2017년 03월
․ 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 주최「毒薬猫理論：人類集団恐怖、猜疑与
暴力的社会根源」 프로젝트 교류활동에 참가（2017년 8월 14일〜28일）

연구자 교류

․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知識史研究群」강연회（대만, 2017년 8월
25일）참가
․ 세이조대학(成城大學) 글로컬 연구센터 주최 국제회의「포스트 서양사회학:
동과 서의 대화」(도쿄 세이조대학, 2017년10월22일）참가
․ 미나미 마코토, 중국 귀국자의 한계 문화와 신분 인식: 화교와 일교의 사이,
세계해외화인연구학회 제25회「글로벌과 로컬의 다이나미즘」, 나가사키대
학, 2017년11월18일, 초대강연, 국제회의
․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주최 국제공동연구회「영화자료(그림엽서・지도・여행
안내・사진 등）를 통한 제국 역내 문화의 재검토」(2018년3월2-3일）참가

기관동향

회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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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중심
○

2017년 09월 1일

「해양아시아의 주변과 중심：제국、무역권、항시」워크샾(Workshop on
the Core and Periphery of Maritime Asia: Empires,Trade Zones and

학술대회

Port Cities)

○

2018년 3월 26일

「류큐 오키나와의 빛과 그림자—해역 아시아의 시야」 좌담회

학술잡지

《亞太研究論壇》（Asia-Pacific Forum）64期(2017,6)

○

劉序楓 主編《아시아 해역간의 정보전달과 상호인식》”Tansmission of

Inform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Across the Asian Waters”（台

저역서

北：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2018,1）
○

朱德蘭 主編《 류큐 오키나와의 빛과 그림자—해역 아시아의 시야》（台

北：五南出版社，2018,3）

Digital Data Base

연구자 교류

기관동향

회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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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양대학 해양문화연구소
中國 中外關係史學會 제9회 회원대표대회 및 학술대회

학술대회

․ 주제: 해상‧육상 실크로드의 역사변천과 현대적 시사
․ 일시: 2017년 5월19—22일

학술잡지

《중국 해양발전 연구보고》2016권，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8년
（1）修斌：《해상실크로드》(중국해양부호총서）(主编），中国海洋大学
出版社，2017年3月。

저역서

（2）赵成国《勇者樂海》（中国海洋符号丛书）（主编），中国海洋大学出版
社2017年3月。
（3）曲金良等参撰《중국해양생태문화》(上.下卷），人民出版社，2018年
1月。
（1）修斌：“일본의 해양전략에 관한 기초연구”, 教育部人文社科规划基金项目

Digital Data Base

（2）高乐华：“중국 해양생태경제시스템 조화발전연구”, 国家社会科学基金
后期资助项目
（3）马树华：“20세기 청도 일상생활사”, 国家社会科学基金后期资助项目，
○ 간사이대학 松浦章교수 초청강연
․ 주제：海洋史研究方法
․ 일시 : 2017.7

연구자 교류

○ 복단대학 吴松弟교수 초청강연
․ 주제 :중서 해역 명명(命名) 방법의 차이와 융통：동북아해역을 중심으로
․ 일시 : 2017.9
○ 연구생 교류：일본 니이가타대학 교환학생 3명 파견（2017.9—2018.8）

기관동향

회의안건

2019년 11월，제17회 중국 류큐 역사관계 국제학술대회 주관

1.한중일 학자 동아시아 해양사 혹은 해역사 연구(연구회성립 가능)
2.대학원생 교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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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대학 역사연구소
학술대회

2017. 4.
하문대학 인문학원과 중국사회과학원 연합 “해상실크로드” 학술대회 개최

明代 중후기 淮安지역 해상의 역경과 기회，하문대학학보 2018년 제1기

학술잡지

鄭氏와 명청 왕조의 汀‧漳‧泉州 해역사회 공제권 쟁탈，화중사범대학학보
2017년 제1기；
清代 福建의 사법실천과 기층 통치，중국사회과학보，2017년 11월13일

“耕海耘波”：명청시기 관과 민의 해양 진출의 과정, 하문대학출판사, 2017년；

저역서

나가사키 華商：泰昌号、泰益号 무역사，하문대학출판사 2017년
유럽과 아시아 해역사 열전，하문대학출판사 2017년판；
실크로드 출범: 복건과 해상실크로드，복건교육출판사 2017년。

Digital Data Base

연구자 교류

1、중국상업회관 유적 현황과 보호대책，용우공익기금회 중점 사업
2、청대 연해 정책과 개발연구, 국가사회과학기금 사업

1、2018.2-2018.5，박사 1명 싱가포르국립대학 교환학생

2017년 4월 하문대학 “일대일로연구원”설립.

기관동향

하문대학 경제학원, 왕아남연구원, 남양연구원, 인문학원 해양문명과 전략
발전연구센터, 민상연구센터 등 연합

2019년 3월 “명‧청 이후 동아시아 해역 개발의 경험과 교훈” 국제학술대회

회의안건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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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1. 국제학술대회로 2017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일본 마츠야마에서 열린 제
5회 동아시아 도서해양문화포럼이 해양문화와 다양성(Marine culture and
Diversity)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음. 이외에도 국제학술대회 2건을 공동 주최하

학술대회

였음
2. 국내학술대회는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군산대학교에서 동북아 해
양문물 교류의 허브, 새만금 이란 주제로 진행했음. 이외에도 4건의 국내학술
대회를 주최하였음
1. 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Journal of Marine and Island Cultures” Vol. 6

학술잡지

Issue1 and Issue 2 발행 (http://jmic.online/issues/)
2. 한국연구재단 등재 국내학술지 『도서문화』 50집 5월호 12월호 발행
□ 학술총서
군산과 동아시아-황해남로 흥망사-, 박영철, 2017. 민속원
한국의 섬 시리즈

저역서 발행

한국의 섬 제주도, 이재언, 2017. 지리와 역사
한국의 섬 전라북도, 이재언, 2017, 지리와 역사
한국의 섬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재언, 2017. 지리와 역사
한국의 섬 완도군, 이재언, 2017. 지리와 역사
다도해 사람들의 생활도구 2, 이혜연∙고광민, 2017. 민속원

Digital Data Base

연구자 교류

기관동향

전남의 섬 DB구축: 전남의 섬(유인도 219개, 무인도 1,886개)에 대한 기본정
보를 구축하여 ‘About 전남의 섬’ (http://islands.jeonnam.go.kr) 웹사이트 운영

․ 홍선기 HK교수 인도네시아 브라비자야 대학과 공동 학술조사
․ 송기태 HK교수 3개월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학술교류

제9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안산개최에 발표자 모집중(선착순)

회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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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제7회 세계해양문화연구소협의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

․ 주제: 해항도시의 글로벌리제이션과 로컬리제이션
․ 일시: 2017. 05. 19-20.
․ 장소: 상해 사회과학원
『海港都市文化交涉學』第16號發刊(2017. 04.)

학술잡지

『海港都市文化交涉學』第17號發刊(2017. 10.)
『海港都市文化交涉學』第18號發刊(2017. 04.)(近刊)
□ “역사 속의 바다(Sea in History)“ 총서 4種發刊
1. 정문수 외

저역서

外: 『발트해와 북해 』(2017. 6.)

2. 현재열: 『대서양: 바다와 인간의 역사』(2017. 6.)
3. 노영순: 『인도양』(2018. 4.)
4. 노영순: 『태평양: 물리환경과 인간 사회의 교섭사』(2016. 6)

Digital Data Base

연구자 교류

□ 연구소 연구보조원 사려(대련대학) 박사학위 취득:
『20세기 초 大連 항만의 하역체제와 노동자 연구』 (2017년 8월 )

□ KBS부산총국 공동기획 “세계의 해항도시를 가다 ” 다큐 제작방영

기관동향

․ 17편: “신화의 바다 이라크리오”(2017. 9.)
․ 18편: “부산항의 미래: 문화가 힘이다”(2017.12)

회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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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이후 WCMCI 국제학술대회 개최 계획안 토의
--제13회 동아시아 해항도시 국제심포지엄 소장단회의 결과
■ 개요
·일시: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18:00~19:30
·장소: 중국 광저우 중산대학 紫荊園
·안건: 2018년도 세계해양문화연구소협의회(WCMCI) 활동 및 향후 학술회의 일정 조정
·참석자(9명)
-중국: 王日根(廈門大學), 袁丁(中山大學), 牛軍凱(中山大學), 畢旭玲(上海社會科學院),
修斌(中國海洋大學)
-일본: 藤岡達磨(神戶大學)
-한국: 정문수, 최낙민, 권경선(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WCMCI 활동과 해항도시 국제심포지엄의 공동 개최
□ WCMCI 활동과 해항도시 국제심포지엄을 하나의 활동으로 조정하여 개최할 필요
-매년 기관별 로테이션으로 개최
-대회 주제를 미리 결정하면 발표자 확보와 국제회의 자금 확보에 용이할 것
□ 향후 개최지
·2019년도
-일시: 미정. 4-5월 혹은 가을.
-장소: 중국 하문대학
·2020년도
-일시: 미정
-장소: 중국해양대학

4. WCMCI회원기관 연락책임자 확인 및 알림
■ WCMCI회원기관 연락책임자
고베대학: 濱田麻矢

, 나가사키대학: 南誠

대만대학: 徐興慶

, 중앙연구원: 劉序楓

목포대학교: 김재은

, 상해사회과학원: 畢旭玲

중국해양대학: 趙成國

, 중산대학: 牛軍凱

하문대학: 王日根

, 한국해양대학교: 최낙민

■ 사무국 알림
각 연구소 간에 공동연구주제와 관련된 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하길 바라며, 국제공동연구
에 적합한 연구자 및 예산 계획을 WCMCI사무국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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