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_ 숭실대학교 진리관

2018년 숭실대HK+사업단·숭실사학회
수요역사연구회 공동학술회의

1920년대 조선총독부 기관지
『朝鮮文 朝鮮』에 나타난
체제 순응과 협력

[교통편 및 위치]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3번출구
간선버스 : 501, 506, 641, 650, 750, 751, 752, 753(숭실대입구역 하차)
지선버스 : 5511, 5517(숭실대입구역 하차)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
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Tel.02-820-0968 Fax.02-825-0839

■ 일 시 : 2018년 11월 3일(토) 14:00~18:00
■ 장 소 : 숭실대학교 진리관 522호

┃진행 순서┃

모시는 글

14:00~14:10

개회식

사회 : 박혜미_숭실대HK+사업단 연구원

인사말

초대합니다.

황민호_숭실대HK+사업단 단장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은 “근대 전환공간의 인문학, 문화
의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es)”이라는 연구 아젠다로 한국연구재
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HK+사업

14:10~17:00

학술회의

사회 : 박혜미_숭실대HK+사업단 연구원

14:10~14:40 제 1 주 제 1920년대 『朝鮮文 朝鮮』의 내용구성과 특징

단을 출범하였습니다.

발 표: 이승원_서강대학교

본 사업단에서는 연구 아젠다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협력기관인 숭실
사학회 및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들의 모임인 수요역사연구회와 학술

14:40~15:10 제2주제	1920년대 『朝鮮文 朝鮮』에 나타난 조선인 面吏들의

		

적 교류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일련의 연구성과를 토대
로 “1920년대 조선총독부 기관지 『朝鮮文 朝鮮』에 나타난 체제 순응과
협력”이라는 대주제 하에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동학술회의를 통해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 사회에 대한

으로써, 근대시기 정치·문화의 식민지적 변용(變容)이 일어나는 과정

기 바랍니다.

토 론: 서일수_국사편찬위원회

15:10~15:30 휴식
15:30~16:00 제3주제 1920년대 『朝鮮文 朝鮮』 “副業” 기사 현황을 통해 본

		

조선총독부의 농촌문제 인식

발 표: 정소영_숙명여자대학교

토 론: 유상진_서울역사편찬원

16:00~16:30 제4주제 1920년대 간행 『朝鮮文 朝鮮』 내 역사·고적 기사의

		

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연구자 여러분께서는 부디 참석해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시

面治 인식

발 표: 조 건_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회유·포섭의 논리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일부 조선인들의 순응과 협력 양상으로까지 논의를 확장시킴

토 론: 김명환_독립기념관

경향과 특징

발 표: 조범성_숭실대HK+사업단 연구원 토 론: 채관식_국사편찬위원회
16:30~17:00 제5주제 1920년대 『朝鮮文 朝鮮』을 통해 본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론

발 표: 서태정_한국학중앙연구원

토 론: 성주현_숭실대HK+사업단 연구교수

2018년 10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
단장 황민호 배상

17:10~18:00

종합토론

토론사회 : 황민호_숭실대HK+사업단 단장

