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헌익 교수(캠브리지대) 초청 공동 세미나>

지역주의와 동아시아의 평화: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와 치유

주최: 제주평화연구원-성균관대 프랑스어권연구소
일시: 2018년 7월 13일(금) 14:0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소회의실

강연회 및 공동 학술회의 취지

영국 캠브리지대 트리니티 컬리지 석좌교수인 권헌익 교수를 모시고 전후
(戰後) 냉전질서 속에서 동아시아가 전쟁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는지 강연을 듣고 토론회를
갖는다. 동아시아는 냉전의 상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아픔을 치
유하는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폭력을 “인간이라는 조건”과 “공동체라는 관
계” 속에서 파악하며 사회적 치유를 추적해 온 권 교수의 업적은

동아시아

만의 독특한 승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의 통찰을 제시해 준다. 이는 동아시
아 식 지역화(regionalization) 혹은 동아시아식 지역주의(regionalism)의 토대
를 놓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는 냉전, 지정학
적인 충돌, 탈식민지, 그리고 관계와 조건의 해석이 얽힌 독특한 경험 속에
서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21세기적 사회적 평화를
모색하며 ‘평화 2.0’ 담론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하고 실천해야 할지 모색하며 귀중한 담론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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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4:00~14:10] 개회
- 개회사: 서정하 원장(제주평화연구원)
- 환영사: 이지순 교수(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한국전쟁 관련
프랑스 외무부문서 자료수집·번역 및 DB구축’ 팀)
[14:10~14:20] 휴식(기념촬영)
[14:20~16:20] 1세션: 냉전과 동아시아: 사회적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 사회: 서정하 원장(제주평화연구원)
- 강연: 권헌익 교수(캠브리지대)
“Community and Society after the Korean War” 그리고 “The
Lines of the Cold War”
- 토론: 조성윤 교수(제주대 평화연구소장, 사회학), 이지순 교수(성균
관대 프랑스어문학), 양정심 연구교수(대진대), 박규현 박사(성균관
대 프랑스어권연구소), 김영 박사(성균관대 프랑스어권연구소), 노
란 연구원(성균관대 프랑스어권연구소), 김다혜 연구원(성균관대 프
랑스어권연구소), 기지윤 연구위원(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 연구위
원(제주평화연구원),
[16:30~16:40] 휴식(Coffee Break)
[16:40~17:50] 제2세션: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
- 사회: 이지순 교수(성균관대)
- 발제: 김영 박사(성균관대) “한국전쟁 관련 프랑스 외교자료에 나
타난 인권문제”
- 토론: 참석자 전원
[17:50~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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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익(Kwon Heonik) 교수
권헌익은 구소련 시베리아 원주민 사회와 역사 연구로 1993년 영국 캠브리지대
학교에서 사회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맨체스터대학교, 에딘버러대학교,
런던정경대학을 거쳐 현재 캠브리지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사회인류학 석
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비교사회주의와 글로벌 냉전의 역사에 관심을 두어 왔고
최근에는 한국전쟁의 사회사와

한반도의 평화의 지평에

관한 연구와 집필에

집중하고 있다. 그의 두 권의 베트남 전쟁 사회사에 관한 저작은 미국인류학회의
클리포드 기어츠 상, 미국 아시아학 학회의 죠지 캐힌 상을 수여하였고, 2010년
에 출간된 <또 하나의 냉전>은 한국의 경암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이외에 북한정
치체제를 막스 베버의 권력 이론으로 논하는 책과 한국전쟁의 경험을 미시적으
로 접근하는 저술이 있다. 현재 캠브리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냉전
을 넘어서, 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저술로는
Cambridge History of the Korean War (2volumes)를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Cambridge History of the Vietnam War (3volumes), Cambridge History of
Violence (3volumes)에 참여하고 있고 2019년 세계제1일차대전 종전과 삼일운동
백주년을 맞아 가칭 <The World in 1919> 그리고 <Asia in 1919>

제목의 출

판 계획도 있다 . 2018년 하반기에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초빙석좌교
수로 재직하면서 냉전의 사회문화사를 환경의 역사로 확대하는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전쟁의 상흔에 관한 집중 강연을 진행할 계
획이며 2019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평화의 문화>를 주제로 집중 강연 계획이
있다. 제주와는 애월읍 하귀리에서의 참여조사를 비롯해서 인연이 깊다.
주요저서:

North Korea: Beyond Charismatic Politics (Asia/Pacific/Perspectiv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March 9, 2012) with Byung-Ho Chung

The Other Cold War (Columbia Studies in International and Global Hist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December 1, 2010)

Ghosts of War in Vietnam (Studies in the Social and Cultural History of
Modern War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print edition (August 22,
2013)

After the Massacre: Commemoration and Consolation in Ha My and My Lai
(Asia: Local Studies/Global Them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irst

edition (November 10, 2006) - 2007년 기어츠(Geertz) 상 수상작-

Theater countries North Korea (Korean edition), Chang Bi (2013)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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