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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는

첫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본’ 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해 가까운 장래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둘째, 인문학에 

기초한 문화, 사회, 예술 등의 다양한 학제 간 공동 연구 

및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셋째, 학문분과 간 협력

과 대화를 통해 통섭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 교내 비법정 연구소로 설립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평생학습사회와 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변화 속에 일반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인문학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권리와 역량을 

신장하고 지역 공동체에 창의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심과 주변, 현장과 문헌을 횡단하며, 새로운 

일본연구 플랫폼을 확립하고 동아시아의 신진 연구자

들이 함께 협력하는 일본학 연구거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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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니클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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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지식정보
일반산업단지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

셀트리온

● 포스코

● 

더샵 마스터뷰
APT

● 

송도웰카운티 
APT

송도
컨벤시아 ●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IC  ▶  아암대로  ▶  컨벤시아대로  ▶  인천대학교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  미추홀대로  ▶  컨벤시아대로  ▶  인천대학교

영동고속도로

남동IC  ▶  남동대로  ▶  제3경인고속화도로  ▶  송도국제대로  ▶  인천대학교

※ 자가용 이용시 본교 주차장은 30분 무료, 5시간내 1,000원, 24시간내 2,000원입니다.

인천지하절 1호선

인천대입구역 (2번출구)   ▶  시내버스로 환승

시내버스

8, 9, 91, 780, 780-1, 908, 909, 3001  ▶  인천대학교정문 하차

도보

인천대입구역 (또는 브릿지호텔)  ▶  인천대학교 (약 1km, 20분 소요)

● 동북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관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연구

●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제간 공동연구

설립의 필요성



● 탈중심적 일본연구

일본의 지방위기와 장소자산의 재발견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사업)

● 새로운 문화의 발견

동아시아 산업유산의 기억과 보존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지원사업)

● 문명에서 문화로, 문화에서 서브컬처로

일반시민, 학생연구자와 함께 하는 연구플랫폼 실험

● 학생연구원제도

인문도시사업, 웹진 KOI 발간 등에 학생연구원의 참여와 활동 개방

● 젊은 연구자 네트워크

젊은 연구자 모임 지원의 확대와 강화(향후) 

● 사회인 연구자 네트워크

일본연구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향후)

● 21세기형 연구 발신

웹진 KOI, PDF 자료집, 심포지엄 화상 서비스 제공

● 학술지 『東アジア日本語·日本文化硏究』 

2010년 10월에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현재까지 22집을 발간 

● 기획·번역총서 

다양한 연구 주제로 총 4권의 기획총서와 2권의 번역총서를 발간

● 서브컬처 잡지 ‘KOI’ 

인천대 일문과 학부생과 함께 만드는 일본 서브컬처 전문 웹진 

‘일본’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제간 공동

연구를 위한 거점 연구소 마련과 육성

2008 07.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설립

- 故 유용규 교수 초대소장 취임

동북아역사재단 공동연구지원과제 선정
(과제명 : 영상미디어에 나타난 전후일본의 전쟁관 -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상물의 역사재현과 왜곡을 중심으로)

2009 07.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사업 선정
(과제명 : 일본의 근대화와 조선의 근대)

인천학연구원 공동연구주제 선정
�(과제명 : ‘해양도시’ 인천의 근대성과 식민성에 대한 비
교사적 고찰 - 1920~30년대 네 도시(인천, 서울, 오사
카, 도쿄)의 지역성과 정체성 )

2010 08. 황미옥 교수 소장 취임

2012 09. 조사옥 교수 소장 취임

09. 한국연구재단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선정
(과제명 : 인천 도시인문학 강좌)

2014 07. 박진한 교수 소장 취임

09.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지원사업 선정
(과제명：인천의 원도심 골목길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 개항장과 산업단지를 넘어 인문도시로)

2017 08.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과 MOU 체결

08. 인천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과 MOU 체결

12. 남상욱 교수 소장 취임

12.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사업 선정
 (과제명：일본의 지방 위기와 장소자산의 재발견
- 시코쿠(四国)의 지역사례연구 )

2018
    

04.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와

MOU 체결

09.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지원사업 선정
(과제명：인문도시 인천 - 산업화 100년의 기억/경험/
역사에서 미래사회의 가능성을 찾다)

2009년에 제1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2018년 현재까지 

36회의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고전문학에서 지방소멸, 

고령화, 고독사, 서브컬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속적으로 일본의 현안과 문제들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5회에 걸쳐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

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국제 언어문화포럼>을 개최했으며, 그 

외에도 2회의 국제심포지엄과 7회의 학술대회를 개최, 동아시아

의 젊은 일본연구자들의 연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분야의 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 및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배우를 초청하여 만요낭독극 공연과 학생

들을 위한 일본 취업 특강을 마련했으며, 2018년도에는 서브

컬처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 9인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을 

진행 중이다.

연구아젠다연혁 정기세미나

연구의 실천 및 사회적 공헌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출판

설립목적

특별 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